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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카의 핵심과제인 텔레매틱스와 자동차의 기술융합을 통해 더욱더 향상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

는 차량 HMI(Human Machine Interface)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도로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여 도로를 인식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매칭된 레퍼런스 이미지와 운전자 맞춤 텔레

매틱스 정보를 합성한 증강현실 영상을 운전자의 시선에 보이는 실제 도로와 지형의 모양에 맞추어 HUD(Head-Up Display)에 

투사하는 매핑 기술을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항시 도로에 집중하여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키워드: Keyword : 스테레오 매칭(Stereo Matching), 매핑(Mapping), 증강현실 HUD(Augmented Reality HUD) 

I. 서 론

오늘날의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을 동반하는, 우리가 이동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기대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자동차와 IT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자동차와 텔레매틱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차 HMI 시스템은 운전 중 운전

자의 부주의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운전 중 네비

게이션 등 사용에 따른 운전부하로 교통사고 증가와 같은 사회적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1].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증강현실 HUD를 채용한 차세대 HMI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I. 관련 연구

1. 스테레오 매칭 기반의 개선된 SURF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텔레매틱스 시스템 특성상 도로와 주변

지형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데이터베이스의 Reference 이미지와

의 매칭 작업이 고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형 카메라를 사용

한 스테레오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칭 방법을 채택한다. 스테레오 매칭 기반의 개선된 

SURF 알고리즘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영상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의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인해 

기존의 SIFT 알고리즘에 비해 매칭의 속도와 정확도가 현저히 향

상된 결과를 보여준다[2].

그림 300. 스테레오 매칭 기반의 SURF알고리즘

Fig 1. SURF based on Stereo Match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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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영상에 대한 매핑(Mapping) 알고리즘

차량 HUD에 증강현실 영상을 운전자의 초점에 맞춰 투영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3차원에서 얻은 입체영

상에 대해 그 깊이를 인식하여 매핑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3D 입체를 인지하여 2D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실제거리와 인지

거리와의 비선형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채택하게 되는

데, OpenG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로젝션과 관련한 함수를 

사용한다[3].

그림 301. 3차원 영상의 인식과 2차원화

Fig 2. Implementation of a 3D Image to 2D   

3.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HUD 시스템

증강현실 HUD 시스템은 차량 앞 유리를 통해 전방 사물과 주

행 정보를 일치시켜 출력하는 대화면 HUD 시스템 기술로써 사용

자의 요구에 따라 차량정보, 날씨정보, 교통정보, 도로정보 등을 

윈드쉴드 글라스에 투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매칭 알고리즘을 

거쳐 선택된 영상을 자동차의 앞 유리에 설정된 좌표에 맞게 매핑

하여 운전자의 시선에서 HUD그래픽과 실제 환경이 일치하도록 

출력하는 것이다.

그림 302.차량 탑재 증강현실 HUD시스템의 예시

Fig 3. An example of an AR-HUD System in a vehicle 

 

III. 본론

1. 매칭/매핑 기술을 사용한 AR-HUD 시스템

그림 303. 매칭/매핑 기술을 사용한 AR-HUD 구현 구상도

Fig 4. AR-HUD system based on matching/mapping technology  

그림 3은 앞에서 다룬 기술들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차세대 차량 HMI 시스템의 도로 및 지형 인식부터 증강현실 

HUD 투영까지의 흐름도이다. 먼저 차량 외부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하여 도로 및 주변지형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면 차량 탑재 맵

(map) DB 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매칭된 정보를 차량의 증강현실 

HUD 시스템에 로딩하고 운전자 초점에 맞춰 자동차 앞 유리에 

투영시킨다. DB와의 매칭에 실패할 경우, 텔레매틱스 서버의 

Cloud Storage DB에 실시간 접속하여 매칭을 재시도 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스테레오 매칭과 3차원 매핑 알고리즘을 

적용한 증강현실 HUD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

는 기존의 차량 HMI 시스템에 비하여 운전자의 운전 중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특히 매핑 및 매칭 기술은 

향후 지능형 자동차의 자율주행 분야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NRF-2014R1A1A1A05008028).

참고문헌

[1] Taeyun Koo, Baeyoung Kim, Sungho Ji, Chulho Bae, 
Junghoon Park, Myungwon Suh, "A Study on Workload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255

of Using Telematics while Driving", Transactions of 
KSAE, Vol. 17, No. 2, pp. 26-33, 2009. 

[2] Zetao Jiang, Qiang Wang, Yanru Cui, "A Fast Method for 
Feature Matching Based on SURF", Intelligent Science 
and Intelligent Data Engineering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7202, pp. 374-381, 2012. 

[3] Woonchul Ham, Seunghwan Kim, "A New Mapping 
Algorithm for Depth Perception in 3D Screen and Its 
Implemetati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C, Vol. 45, No. 6, pp. 95-101, Nov.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