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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location recognition for autonomous vehicles develops, the need for a precise map for autonomous driving has 

increased. A precise map must be built based upon accurate position. Recent studies have accelerated research in this area by using 

various sensors that calculate the accurate position by comparing and recognizing objects around the roads. However, application of 

such methods is limited because these studies only take objects with significant verticality into consideration. Thus, new research is 

nee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 method that is not constrained by the existence of certain types of surrounding objects shall be 

proposed. Most roads contain road marking information, such as lanes, direction signs, and pedestrian crossings. Such information on 

the road surface is a valuable resource for building a precise map.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building a precise map by using 

road mark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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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의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위치정보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로 부터 

획득하지만 신호차단(signal block)이나 다중경로(multipath)가 

많은 환경에서는 위치정보가 부정확하다. 따라서 GPS와 환

경인식 센서들의 결합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측위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차량의 정밀측위를 위해 정밀지도가 필수

적으로 요구되고 있다[1-3]. 그러므로 최근 자율주행용 정밀

지도 생성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4,5], 이는 

자율주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생성을 위해 맵핑(mapping) 시 각 센

서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각 센서

의 위치와 자세는 GraphSLAM 기법의 적용을 통해 최적화가 

가능하다[9]. GraphSLAM 기법은 그래프의 생성(construction)

과 최적화(optimization)로 나뉘어진다. 이때, 그래프의 최적화 

성능은 그래프 생성의 정확도에 의존한다. 

그래프 생성 과정에서의 핵심은 각 노드(node)들 사이의 

위치 및 자세 관계인 에지 측정치(edge measurement)를 추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지 측정치 추출 방법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6,7,9]. Dorit [6]는 주변에 대한 3차원의 

스캔 데이터를 6-Dof를 고려하여 생성하고 ICP (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을 수행해 에지 측정치를 정확하게 계

산하였다. 또한 정확하게 계산한 에지 측정치를 그래프로 작

성하고 GraphSLAM 기법을 수행해 노드의 오차를 최소화하

였다. 오차가 보정된 노드를 기반으로 3차원 포인트 클라우

드 지도를 작성하였다. Yangming [7]는 3D-Lidar를 통해 측정

한 주변 스캔 데이터에서 Kanade-Tomasi corner detector [8]을 

이용하여 코너를 검출하였다. 검출한 코너를 비교하여 에지 

측정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Ethan [9]은 카메라 이미지 내

에서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미 알

고 있는 특징점의 위치와 비교하여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였

다. 이와 같이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의 센서를 통해 추출

한 주변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는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변에 건물, 나

무 등과 같은 수직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적용될 

수 없다. 자율주행차량이 주행하는 도로 주변에는 수직 구조

물이 없는 구간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직 구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특정 랜드마크 정보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에서 정밀측위가 중요한 이유는 차량이 도로 위

를 주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에는 차선, 방향 

표시, 횡단보도 같은 도로 노면 정보가 존재한다. 이는 안전

한 주행을 위한 제약 조건이지만, 반대로 매우 좋은 랜드마

크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면 표시들은 3D-Lidar의 반

사도를 이용해 추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로 노면 표시들

의 매칭을 통해 정밀측위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에지 측정치 추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한 그래프 생성 방법

을 제안하였다. 3D-Lidar 센서의 거리 정보로부터 지면을 추

출한 후, 반사도 정보를 이용해 도로 노면 표시를 스캔한 포

인트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포인트들을 이용해 2D 점유 격

자 지도(occupancy grid map)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이미지 

매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회전 데이터의 스캔 포인트들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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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로 추출된 스캔 포인트들을 차량의 이동에 따라 누적하

였다(4장 참조). 최종적으로, 각 노드들을 기준으로 누적한 

점유 격자 지도들의 매칭을 통해 에지 측정치를 추출하여 그

래프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그래프를 통해 최적화된 노드들

을 기반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2D 반사도 지도를 작성

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래프 생성 기법에 따라 그래프의 최적화 결과는 약간 달

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과정에서 생성된 지도는 지

역좌표계 상에서의 지도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랜드마크 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건물 ICP 기반으로 생성된 그래프의 최적화 결과와 도

로 노면 정보 기반의 최적화 결과가 랜드마크 정보를 이용해 

일치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지역좌표계 상에서 작성한 지

도를 전역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I. GraphSLAM 

GPS/INS로부터 획득한 차량의 위치 및 자세를 노드라 하

고, 노드 사이의 관계를 에지라고 정의한다. 그림 1과 같이 

에지는 노드 X
i
와 노드 X

j
가 존재할 때 노드 X

i
에서 바

라본 노드 X
j
의 위치와 자세이다. 에지는 GPS로부터 획득

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두 노드 사이의 기하학적인 관계로

써 계산된다. 센서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두 노드 사이의 관

계를 에지 측정치라고 정의한다. 

그림 2(a)는 위치와 자세가 다른 노드 X
i
와 노드 X

j
에서 

센서를 이용해 동일한 랜드마크를 측정한 상황을 설명한다. 

각 노드에서 측정한 센서데이터를 그림 2(b)와 같이 일치하

였을 때 계산되는 노드 사이의 관계가 에지 측정치다.  

GPS로부터 획득한 모든 노드의 위치정보가 오차 없이 정

확하다면 노드를 기반으로 정밀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노드는 GPS 신호의 수신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중경로 신호 등의 요인에 의해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따

라서 노드에서 측정한 정밀한 센서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위

치오차를 계산해야 한다. 그림 1과 같이 에지 측정치를 통해 

계산된 노드 X
j
가 X '

j
이라고 할 때, 위치정보가 오차 없이 

정확하다면 X
j
와 X '

j
는 같은 위치와 자세를 같게 된다. 하

지만 오차가 포함된 노드는 X
j
와 X '

j
의 위치와 자세가 다

르게 되며, 노드 X
j
와 X '

j
의 차이의 정도는 두 노드 사이

에 존재하는 오차가 된다. 정밀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다. 

GraphSLAM에서는 센서로부터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정확한 에지 측정치 정보를 그래프로 작성하고 그래

프 최적화를 통해 모든 위치오차를 최소화한다[5]. 그래프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그 중 가

장 보편화 되어있는 방법은 Least Square error minimization 기

법을 이용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써 Giorgio와 

Sebastian의 연구[4,5]에 소개되어 있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oop closure는 주행 중 현재의 위치가 과거의 주행 

환경에 가까워졌는지, 현재 검출한 랜드마크가 과거에 검출

했던 랜드마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Loop closure는 

GraphSLAM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순차적으로 

받아진 노드 사이의 관계에서는 현재의 노드와 과거의 노드

와의 관계를 계산하지 않으면 주행 중 생긴 오차를 보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3D-Lidar로 측정한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

하여 노드 사이의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였다. 계산한 에지 

측정치를 그래프로 작성하고 그래프를 최적화하였다. 

 

III. 도로 노면 정보 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한 3D-Lidar 센서는 벨로다인 사의 HDL-

32E(이하 벨로다인)로 32개의 채널을 가진 3D 레이저 스캐너

이다. 수직방향으로 32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360도로 회전하

 

 

그림 1. 노드와 에지, 에러 정의. 

Fig.  1. Define of node, Edge and error. 

 

그림 2. (a) 노드 i 와 노드 j 에서의 센서 측정 데이터 (b) 노

드 i 에서의 노드 j 의 위치 및 자세. 

Fig.  2. (a) Measurement from nodes node_i and node_j (b) Position 

of node_j seen from node_i. 

 

 

그림 3. Loop Closure 묘사. 

Fig.  3. Describe of Loop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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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약 0.16도의 수평 주기로 주변에 대한 거리와 반사도 

정보를 제공한다.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리

즘의 기본개념은 측정 노이즈가 심한 원본 데이터로부터 모

델 파라메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Fischler [10]에 의해 제안

되었다. 이후 포인트 클라우드 내에서 일정한 모델을 예측하

고 설정된 임계 값에 따라 inliner, outliner로 구분하여 포인트

를 추출하는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노면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는 점유 격

자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 벨로다인으로 측정한 주변에 대한 

3차원 스캔 데이터에서 RANSA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면

을 스캔한 포인트만을 추출하였다. 지면을 스캔한 포인트를 

추출하기 위해 벨로다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면에 해당하

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설정하고 예측된 RANSAC 모델에서 

임계 값을 5cm 설정하였다. 법선 벡터에 의해 예측된 평면과 

작게 설정된 임계 값에 의해 차량, 연석 등의 높이가 존재하

는 수직구조물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지면 포인트만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된 지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도로 노면 포인트를 추

출하기 위해 도로의 아스팔트와 노면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반사도 값을 설정하고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도로 노면 표시

를 스캔한 포인트만을 추출하였다.  

 

 

(a) 

 

(b) 

그림 4. (a) RANSAC 알고리즘 적용 전 Scan Data (b) RANSAC 

알고리즘 적용 후 Scan Data. 

Fig.  4. (a) Before RANSAC algorithm (b) After RANSAC algorithm. 

그림 4(a)는 차량에 장착된 벨로다인 센서의 높이(지면으로

부터 2.2m)를 고려해 추출한 도로 노면 정보를 스캔한 포인

트를 나타낸다. 도로의 굴곡, 차량의 자세 등에 의해 효과적

인 지면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고 높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석, 차량 등의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4(b)는 RANSAC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추출한 포인트를 

나타낸다. 그림 4(a)와 비교하여 연석, 차량 등을 물체를 스캔

한 포인트가 제거되고 도로 노면을 스캔한 포인트만 효과적

으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점유 격자 지도 생성 및 에지 측정치 계산 

1. 점유 격자 지도 생성 

차량에 장착된 벨로다인 채널 중 수직 시야각이 지면을 향

하는 채널을 이용하여 지면을 스캔 하게 되면 측정되는 채널 

별 포인트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직 시야각이 수평에 가까워 질수록 채널 별 포

인트 사이의 거리는 커진다. 이와 같은 벨로다인 센서의 특

성 때문에 벨로다인 1회전 스캔 데이터는 채널 별 포인트 사

이의 거리에 의해 생기는 공간의 정보를 담아낼 수 없다. 그

림 4(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실선으로 존재하는 도로 노

면 정보의 일부분만 스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벨로다

인 1회전 데이터를 이용하면 도로 노면 정보를 점유 격자 지

도로 변환하여 상호상관기법을 통해 에지 측정치를 계산 할 

때 점유 격자 지도 내에 존재하는 도로 노면 정보량이 부족

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한 에지 측정치 계산이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량이 부족하여 정확한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기준

노드를 중심으로 거리가 10m 이내에 있는 연속된 노드를 추

 

그림 5. 벨로다인 채널 별 지면 포인트 사이 거리. 

Fig.  5. Distance between ground points in each channel. 

 

 

그림 6. 누적 노드 추출 묘사. 

Fig.  6. Describe of extracted nodes. 

Graph-based Building of a Precise Map for Autonomous Vehicles Using Road Marking Information 



조 성 준, 임 준 혁, 지 규 인 

 

1056 

출하여 도로 노면 정보를 누적하였다. 추출한 노드에서 측정

한 도로 노면 스캔 데이터를 차량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누

적하게 되면 채널 별 포인트 사이의 거리에 의해 스캔 하지 

못한 도로 노면 정보가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도로 노면 정

보의 양이 증가한 점유 격자 지도 사이의 상호상관기법을 통

해 정확한 에지 측정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은 10m 이내에 존재하는 추출된 노드에서 측정한 

도로 노면 정보를 누적한 결과(이하 도로 노면 누적 정보)를 

나타낸다. 연속된 노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누적함으로써 

한 바퀴에 대한 스캔 데이터에서 채널 별 포인트 사이의 거

리에 의해 부족한 정보량을 갖게 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점유 격자 지도는 크기가 40m인 2D 

점유 격자 지도로서 0.05m 의 격자 크기로 설정하였다. 누적

한 스캔 포인트들의 위치가 생성한 점유 격자 지도의 격자 

위에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는 격자는 0으로 나타나게 되

며 그림 8과 같은 이미지로 생성된다. 

 

 

그림 8. 도로 노면 누적 정보를 이용한 점유 격자 지도. 

Fig.  8. Occupancy Grid Map from Accumulated Road Marking 

data. 

2. 점유 격자 지도를 이용한 에지 측정치 계산 

생성한 점유 격자 지도를 이용하여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

기 위해 2차원 상호상관기법(2D Cross Correlation)을 수행하였

다. 상호상관기법은 Template Matching 기법[11] 중 하나로써 

영상처리 분야에서 한 이미지에 대한 다른 이미지의 유사도

를 계산할 때 이용한다[12].  

그림 1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두 노드 사이의 에지 측정

치는 에지에서 센서 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부정확한 노드 사

이의 에러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oop 

Closure 조건에 의해 추출된 두 노드에서 생성된 점유 격자 

지도를 이용하여 2차원 상호상관기법을 수행하여 초기 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에지 오차를 계산하였다. 

식 (1)은 두 노드를 기준으로 생성한 점유 격자 지도를 이

용한 2차원 상호상관기법 식을 나타낸다. ( )
i i
x y 는 점유 격

자 지도에서의 격자 위치를 나타내고 Corr 는 각 격자에서

의 상호상관 값을 의미한다.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점유 격

자 지도를 각 격자의 값으로 곱하여 곱의 합이 가장 큰 격자 

위치를 추정하게 되고[식 (2)], 최대 값을 가지는 격자 위치에 

설정한 격자의 크기를 곱하여 실제 두 노드 사이의 위치오차

를 계산하게 된다[식 (3)]. 이와 같이 계산된 Error 를 초기 

노드 사이의 위치 관계인 에지에 더하면 에지 측정치를 계산

할 수 있다[식 (4)]. 

 ( ) LocalMap1( ). LocalMap2( )
i i i i i i

i

Corr x y x y x y= ∗∑  (1) 

 [max{ ( )}]
i i

Peak find corr x y=  (2) 

 CellSizeError Peak= ⋅  (3) 

 EdgeMeasurement Edge Error
→ → →

= +  (4) 

그림 9은 상호상관기법을 통해 두 점유 격자 지도 사이에

서 계산된 상호상관기법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a)는 초기 노드를 기준으로 각 노드에서 생성한 도

로 노면 누적 정보를 나타낸다. 도로 노면 정보가 겹쳐지지 않

는 것을 통해 오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b)는 상호상관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에러를 초기 노드의 

에지에 더하여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고 도로 노면 정보에 적

 

그림 7. 도로 노면 누적 데이터. 

Fig.  7. Accumulated Road Marking data. 

 

그림 9. 상호상관기법 결과. 

Fig.  9. 2D Cross Corre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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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

호상관기법을 통해 정확한 에러가 계산되어 각 노드에서 측

정한 도로 노면 누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노면 누적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점

유 격자 지도를 통해 정확한 에지 측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 

상호상관기법을 이용하여 두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계산

할 때 완전탐색 방식으로 물리적인 영역에 대해 처리하게 되

면 격자 크기에 따라 계산 횟수가 달라진다. 5cm 격자크기로 

생성한 40m 크기의 점유 격자 지도의 경우 지도를 이용하여 

에지 측정치를 완전탐색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2m의 검색

영역 내에서 6561번의 계산횟수를 갖게 되고 이는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탐색 방식으로 

인해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D FFT 

기법을 이용하여 상호상관기법을 수행하였다. 2D FFT 기법을 

이용하면 점유 격자 지도를 x축 y축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격

자에 해당하는 값을 신호로 간주하여 주파수 분석을 적용하

게 된다. FFT는 점유 격자 지도의 실수계 데이터를 허수 요

소로 나누어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주파수 

성분들은 실제 지도의 좌표상의 픽셀 수와 동일하게 된다. 

식 (5)는 상호상관기법을 2D FFT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의 계

산방법을 나타낸다. 
2D

fft 는 2차원 FFT함수를 나타내고 

2D
invfft 는 역변환 FFT함수를 나타낸다. fftshift는 FFT를 수

행할 때 0Hz 요소가 중앙에 오도록 수행하는 함수이며 

FFT
Corr 는 FFT를 이용한 상호상관 결과를 나타낸다.  

2 2 2
[ { (Map1). (Map2)}]

FFT D D D
Corr fftshift invfft fft fft= ∗  (5) 

본 연구에서 설정한 5cm 격자 크기를 기준으로 점유 격자 

지도 사이의 관계를 완전탐색 방법을 통해 계산한 결과 3.7643 

초가 소요된 반면 2D FFT 기법을 통해 계산한 결과 49배 빠

른 0.0757초가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2D FFT 기법을 이용한 

상호상관기법 수행을 통해 완전탐색 방식으로 인해 계산시

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V. 실험 결과 

1.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한 GraphSLAM 결과 및 지도 작성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RTK/INS 위치

정보와 벨로다인 데이터를 처리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통

해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계산한 

에지 측정치 정보를 그래프로 작성하고 작성한 그래프를 최

적화하여 주행 중 누적된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최적화

한 노드를 기반으로 정밀한 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11와 

같이 코엑스 사거리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주행한 2km 

길이에 해당하는 구간을 2회 반복하여 주행한 데이터에 대

해 처리하였다. 

주행 중 누적된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Loop Closure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주행한 차량의 위치에서 과거에 주행한 위치 

중 가장 가까운 노드를 추출하였다. 실험 구간에서 RTK/INS

를 통해 수신한 5420개의 노드에서 2750개의 노드 쌍을 추출

하였다. 추출한 노드 쌍 사이의 오차를 점유 격자 지도를 이

용한 상호상관기법을 통해 계산하고 에지 측정치를 계산하

여 그래프로 작성한 뒤 그래프를 최적화 하였다. 

최적화 된 차량의 위치를 기반으로 실험구간의 2D 반사도 

지도를 작성하였다. 격자에는 해당하는 벨로다인 포인트의 

반사도 평균 값을 저장하였다. 그림 12(위쪽)에서 확인할 수 

 
(a) 

 
(b) 

그림 10. (a) 상호상관기법 적용 전 ScanData (b) 상호상관기법

적용 후 ScanData. 

Fig.  10. (a) Before Correlation (b) After Correlation. 

그림 11. 강남 테헤란로 실험 구간. 

Fig.  11. Experi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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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RTK/INS를 통해 수신한 초기 노드를 이용하여 작성

한 지도에서는 주행 중 발생한 오차가 존재하여 반복주행 구

간에 대해 지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

럼 반복구간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지도는 실제 자율주행에

서 정밀한 측위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그림 12(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GraphSLAM을 수행하여 최적화한 노드를 

기반으로 작성한 지도에서는 주행 중 발생한 오차가 보상되

어 반복주행 구간에 대해 지도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2D 반사도 지도는 실시간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센서 데이터와 지도와의 매칭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3는 RTK/INS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초기 노드와 

GraphSLAM 결과를 통해 최적화 된 노드 사이의 차이를 나

타낸다. 지역좌표계로 정의한 좌표에서 최적화 전과 후의 위

치 차이는 East방향으로 최대 약 1.6m, North 방향으로 최대 

0.6m 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로써 2km 구간을 2회 

반복 주행한 실험구간에서 RTK/INS를 통해 수신한 초기의 

위치는 최대 1.6m 정도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한 그래프 

생성 기법을 통해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래프 최적화 기법을 

통해 차량의 위치오차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랜드마크를 이용한 생성 지도 좌표 변환 

본 연구에서 실험한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실험구간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CP 알고리즘을 통해 노드를 

최적화할 수 있다.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의 외벽을 스캔한 

벨로다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ICP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에지 

측정치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4는 건물의 외벽을 스캔한 벨로다인 데이터를 ICP

기법을 이용하여 GraphSLAM을 수행(이하 건물 ICP) 한 결

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GraphSLAM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구간에서 최대 0.5m 이내의 위

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각각의 최적화 된 차량의 위치

를 기반으로 지도를 작성하였을 때 반복주행 구간에서 지도

가 일치하여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각의 결과가 

최적화 되어 주행 중에 발생된 오차가 제거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GraphSLAM 최적화 

과정에서 에지 측정치에 의해 노드들의 상대오차가 달라지

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환경에서도 사용하는 데이터의 속성이 다

르면 GraphSLAM 결과는 다르게 된다. 따라서 GraphSLAM 

기법을 이용하면 사용하는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각각의 정

밀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나타내

는 전역 좌표 상의 지도를 작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알고 있는 랜드마크 

정보를 추가하여 차량과 랜드마크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에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위치로 설정된 가상의 랜드마크를 

추가하여 랜드마크의 정보를 이용했을 때 지역 좌표계 상에

서 생성된 지도를 전역 좌표로 생성이 가능함 확인하였다. 

건물 ICP를 이용하여 GraphSLAM을 수행 한 결과를 True

로 설정하고 설정된 True 궤적을 중심으로 그림 15과 같이  

 

 

그림 12. RTK/INS 이용한 지도(위쪽), GraphSLAM 결과 지도

(아래쪽). 

Fig.  12. Map using RTK/INS Position (Top) Map using 

GraphSLAM result Positio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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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TK/INS와 GraphSLAM 결과 차이. 

Fig.  13. Difference Between RTK/INS and GraphSLAM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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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도로 노면 GraphSLAM, ICP GraphSLAM 결과 비교. 

Fig.  14. Compare with Road marking GraphSLAM result and ICP 

method GraphSLAM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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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랜드마크 설정. 

Fig.  15. Set of Landmark. 

 

랜드마크를 설정하였다.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정

된 8개의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30m 이내에 존재하는 True 

노드를 추출하여 랜드마크와 노드 사이의 에지를 계산하였

다. 추출한 True 노드와 랜드마크 사이의 에지를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한 그래프에 적용하여 GraphSLAM을 수행하였다. 

그림 16은 True로 설정한 노드와 랜드마크 정보를 추가한 그

래프의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노드에 대한 차이가 East, 

North 방향으로 0에 근접한 수 cm 내외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랜

드마크의 검출을 통해 지역좌표계에서 생성한 정밀지도를 

전역좌표계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I. 결론 

자율주행차량이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지도를 생성하

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주변에 수직 

구조물이 존재하는 제한된 환경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한 GraphSLAM 기법

을 통해 정밀지도를 생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주행하

는 대부분의 도로에 존재하는 도로 노면 정보를 이용함으로

써 특정한 환경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

을 해결하고 차량이 주행하는 대부분의 도로에 대한 정밀한 

지도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실제 도로에서 측정한 오차가 존재하

는 차량 위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정확히 

계산한 차량 위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작성하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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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rue와 랜드마크를 이용한 GraphSLAM 결과 비교. 

Fig.  16. Compare Between True Trajectory and GraphSLAM 

Result with Landmark information. 

Graph-based Building of a Precise Map for Autonomous Vehicles Using Road Mark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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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통해 차량 위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최적화 된 

차량의 위치를 기반으로 실제 도로의 지도를 생성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랜드마크 정

보를 추가하여 지역좌표계로 생성된 지도를 전역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자율주행차량이 지도를 이용해 정밀 측위할 때에는 

절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역좌표계 상에서 생성된 지도

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절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량점 위에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정밀 센서를 통해 

차량과 랜드마크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여 차량의 위치를 보

정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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