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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주행차량에서 LiDAR와 같은 3D 데이터 센서를 사용한 주변 물체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많은 연구를 통

해 상승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와 복잡한 구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물체인식 알고리즘

은 주행 중 많은 프로세서를 수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량의 메인 프로세서에 큰 부하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3D 센서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3D 센서 데이터에서 물리적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성한 ROI를 이용하여 2D 데이터 기반 인식을 제안한다. 기본 이미지에서 밝기 값을 50% 감소시킨 

환경에서 기존 2D 기반 모델 대비 5.3% 높은 정확도와 28.57% 감소한 수행 시간을 보였다. 기본 이미지에서 3D 기반 

모델 대비 2.46% 낮은 정확도를 가지는 대신 6.25% 감소한 수행 시간을 가진다.

ABSTRACT

The accuracy of peripheral object recognition algorithms using 3D data sensors such as LiDAR in autonomous vehicles 
has been increasing through many studies, but this requires high performance hardware and complex structures. This 
object recognition algorithm acts as a large load on the main processor of an autonomous vehicle that requires performing 
and managing many processors while driving. To reduce this load and simultaneously exploit the advantages of 3D sensor 
data, we propose 2D data-based recognition using the ROI generated by extracting physical properties from 3D sensor 
data. In the environment where the brightness value was reduced by 50% in the basic image, it showed 5.3% higher 
accuracy and 28.57% lower performance time than the existing 2D-based model. Instead of having a 2.46 percent lower 
accuracy than the 3D-based model in the base image, it has a 6.25 percent reduction in performa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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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율주행 차량의 주변 인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사

용되는 센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카
메라로 대표되는 2D 이미지 데이터와 LiDAR, 레이더

와 같은 센서들이 수집하는 3D 데이터가 있다. LiDAR 
센서는 공간에 조사된 레이저의 비행시간을 통해 조사 

영역 내부 물체들의 공간정보를 가지는 3D 점 구름 데

이터를 생성한다 [1, 2]. 3D 센서 데이터는 측정 대상의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카메라 센서가 인식에 

이상적인 상태의 이미지를 얻기 힘든 환경에서 보다 신

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
만, 3D 센서 데이터는 2D 이미지 데이터 보다 그 크기가 

크므로 데이터 처리에 보다 많은 리소스와 복잡한 알고

리즘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현재 발표된 3D 센서 데이

터 기반 물체인식 알고리즘들은 그 정확도와 처리속도

가 높지만, 높은 사양의 GPU 구동 환경을 요구하고 있

다 [3].
자율주행 차량의 DCU(Driving Control Unit)은 차량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야 하므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리소스 소모를 감소시

키는 것은 차량 시스템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4]. 하지만 경량화를 위하여 2D 이미지 기반 주변 인식

만을 수행하기에는 3D 센서 데이터가 제공하는 물리적 

정보의 신뢰성이 주는 이득을 무시할 수 없다 [5].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은 3D 센서 데이터가 보유

한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이미지 기반 물체인식 기법

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2.1. LiDAR 센서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LiDAR 센서 데이터는 KIT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제공하는 

KITTI-360 LiDAR 데이터 셋이다 [6]. Kitti 데이터 셋은 

Velodyne사의 HDL-64E 센서로 수집된 3D 점 구름 데

이터, 차량 기준 4방향 + 버드아이 1방향 카메라로 수집

한 2D 이미지 데이터, 8종류 대상의 위치 정보를 가진 

라벨 데이터와 데이터 측정 시 환경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 셋은 주요 LiDAR 데이터 기반 알고리

즘의 성능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7].

2.2. Point Cloud Library

본 연구에서 LiDAR 점 구름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PCL(Point Cloud Library)를 사용하였다. PCL은 2D/3D 
이미지와 점 구름 데이터의 처리를 지원하는 라이브러

리이다 [8]. PCL은 점 구름 데이터의 필터링, 특징 추적, 
정렬 및 두 가지 종류의 트리 데이터 구성과 같은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한다. PCL 라이브러리는 C++에서 사용

Fig. 1 Overal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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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므로 보다 저수준의 프로세서 환경에서 사용

할 수 있다.

2.3. LiDAR-Camera fusion algorithm 연구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 센서를 병행 사용하여 물체 인

식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9][10]. 이러한 

연구들은 카메라 센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라

이다 센서의 데이터를 기존 연구들과 같이 3D 컨볼루션

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미지 데이터는 이 과정에

서 추가적, 병렬적으로 처리되어 물체 인식에 사용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론적으로 3D 센서 데이터를 딥러닝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

에 프로세서의 연산량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는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Ⅲ. 구현 및 실험 방법

제안하는 물체 인식 모델은 3D 점 구름 데이터의 클러

스터링을 통해 개별 물체를 분리하고 분리된 각 물체의 

물리적 특징을 통해 의미론적인 물체 인식을 수행한다. 
점 구름 데이터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지점의 데

이터들의 좌표들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따라서 하나의 

물체에서 관측된 점들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점들은 센서로부터의 거리 값이 유사한 값으로 구성

된다. 따라서 각 점들 간의 거리 정보와 점과 센서 사이의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점 구름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면 

각 클러스터들은 하나의 물체의 점 구름 데이터로 분할

된다. 이를 통해 개별 물체의 위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에서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전체 점 구름 데이

터에서는 측정 범위 내의 차량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

를 DCU가 차량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체인식 알고

리즘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이 점 구름 데이터에 클러

스터링을 수행할 경우 그림 2의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이 

각 물체들이 각각의 개별 클러스터로 분리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분할된 각 점 구름 데이터는 각 물체의 물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센서와의 거리 및 구성 형태에 따른 너비, 
폭, 높이 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개별 점 구름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각 물체들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리적 특징은 두 

가지로, 센서와의 거리 - 점들의 밀도와 점 구름 박스의 

밑면–높이를 통해 분리된 점 구름을 분류하였다. 

Fig. 2 Unclusterd point cloud – Clustered point cloud

LiDAR 센서의 레이저는 방사형으로 진행되므로 물

체와 센서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물체를 구성하는 점 데

이터의 밀도가 높아진다. 또한 물체와 센서와의 거리가 

커질수록 물체와 센서 사이에 광학적 간섭이 존재하여 

점의 개수는 더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물체와 

센서 간의 거리와 물체의 점 밀도는 반비례하며 그 비율

은 물체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거리에 상관없이 이

를 통해 물체를 분류할 수 있다.

Fig. 3 Distance between objects and sensors - density 
of point clouds

점 구름은 삼차원 영역에 존재하여 그 영역을 육면체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이 육면체의 형태는 물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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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예를 들어, 차량과 보행자의 경우 차량은 보다 

납작한 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보행자의 경우 높이가 

높은 길쭉한 육면체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림 4과 같이 점 구름 영역의 밑면의 넓이와 높이의 비

율을 통하여 해당 물체를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만족하는 물체를 분류 대상 물

체로 판단하여 분류해낸 물체들의 3차원 위치 좌표를 2
차원 좌표로 변환하여 ROI를 생성한다 [11]. 이 생성된 

ROI 내부의 이미지에 2D 기반 물체 인식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최종적인 물체인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4 Bottom width – height of point cloud area

제안하는 모델의 수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그림 5, 6). 
먼저 센서에서 전달받은 LiDAR 점 구름 데이터의 클러

스터링을 위하여 클러스터링에 방해되는 지면 데이터

를 탐색한다. 탐색한 평면을 점 구름 데이터에서 제거하

는 과정을 유효한 평면이 탐색되는 동안 반복한다. 지면 

데이터가 제거된 점 구름 데이터를 거리기반 클러스터

링을 통하여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한다. 분리된 각 

오브젝트의 물리적 특성을 추출한 뒤, 사전에 학습된 분

류모델을 통해 해당 오브젝트를 1차적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오브젝트의 좌표를 2D 좌표로 변경하여 새로운 

2D 프레임을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각 2D 프레

임 내부의 이미지에 경량형 2D 물체 인식 딥러닝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해당 영역 내부의 물체를 파악한다.

Fig. 5 Process of performing the proposed model

Fig. 6 Pseudo code of proposed model

3.1. 지면 데이터 제거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물체와 지면의 점 데이터는 인

접하게 위치하고 그 거리도 유사하다. 따라서 지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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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경우 지

면 위의 물체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식되어 정상적

인 분리 과정이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전 점 구름 데이터에서 지면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 구름 내부에서 

가장 큰 평면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면 데이

터를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지면은 데이터 내에서 가장 

큰 평면이기 때문에 찾아낸 평면의 크기가 일정 이하가 

될 때 까지 반복하면 지면 데이터와 건물과 같은 수직 

벽면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RANSAC 
알고리즘 [12]을 이용하여 평면을 탐색하고 탐색한 평

면의 크기가 일정 이상일 경우 지면-벽면으로 고려하여 

점 구름 데이터에서 삭제한다. 그림 6은 반복적으로 지

면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7 Ground removing

3.2. 클러스터링

점 구름 데이터의 각 점들은 3차원 좌표와 함께 측정

한 센서와의 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 오브

젝트를 구성하는 인접한 점들은 유사한 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한 거리 데이터를 가진 점

들을 점들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다. 이때, 데이터는 kdtree 구조를 이용해 [13] 정렬되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분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최근접 이웃 알

고리즘(Nearest Neiborhood Algorithm)을 사용하여 클

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리된 각 클러스

터들은 각각 개별 오브젝트로 라벨링되어 오브젝트 인

식 단계로 전달된다. 그림 8에서 클러스터링이 완료된 

점 구름 데이터들은 다른 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각의 독립된 오브젝트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Distance base clustering

3.3. 오브젝트 분리 및 인식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분리된 오브젝트들에서 분류에 

사용할 특성들을 얻는다. 각 오브젝트들의 중심거리, 점
의 개수, 크기, 밑면의 넓이, 높이 데이터들을 얻는다. 
‘거리-점의 밀도’, ‘밑면-높이’의 관계 데이터를 사전에 

fine-grained KNN 알고리즘[14]으로 학습시킨 분류 모

델을 사용하여 차량 여부임을 판단한다. 그림 9에서 분

류를 수행한 결과 차량으로 판단된 점 구름에 표시가 됨

을 보인다. 차량으로 판단된 오브젝트의 2차원 이미지

에서의 영역을 계산하여 2D 이미지 물체인식 알고리즘

으로 보낸다. 그림 10은 인식한 3차원 좌표를 바탕으로 

변환된 2차원 영역이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에 오버레

이 된 결과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2D 기반 물체 인식 

알고리즘은 넘겨받은 영역 내의 이미지에 물체인식을 

수행한다. 

Fig. 9 Semantic detection based on physical feature 

Fig. 10 ROI on 2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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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평가

실험에 사용된 환경은 다음과 같다. 물체 인식 알고리

즘은 Ubuntu 18.04 환경의 PC에서 수행되었으며, 
Nvidia GTX 3060 GPU와 Cuda library를 이용한 가속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제안한 모델의 최종단계 2D 기반 

물체인식 알고리즘은 SSD-ResNet [15]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안한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 2D 이미지 물체인식 

알고리즘 YOLO v4 [16], SSD-ResNet과 3D 점 구름 데

이터 물체인식 알고리즘 pointpillars [17]를 사용하였다. 

Fig. 11 Drive environment for the proposed model

LiDAR 점 구름 데이터의 클러스터링과 의미론적 오

브젝트 인식은 최종 물체 인식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그

림 11과 같이 별개의 임베디드 프로세서에서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NXP社의 LX2160ARDB 개발보드를 클

러스터 프로세서로 사용하였다. 해당 프로세서는 16개
의 Cortex-A72, 2.2GHz 코어로 구성되어 되어 있다. 이 

분리된 프로세서에서 지면 데이터 제거와 클러스터링은 

PC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 물체로 데이터 셋에서 라벨링된 

다양한 대상들 중 차량(Car)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환경

에 따른 물체 인식의 정확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D 
이미지의 밝기를 50% 감소시킨 경우와 50% 증가시킨 

경우에 대하여 물체인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12의 그래프는 4가지 모델의 한 프레임 당 수행 

시간 결과이다. GPU 동작을 기본 환경으로 사용하는 

pointpillars 모델의 수행환경을 기준으로 각 모델들을 

GPU 가속 환경에서 동작하였다. 먼저 2D 기반 이미지 

추적 알고리즘인 Yolo v4의 경우 가장 긴 수행시간인 

21ms의 결과를 가졌고 SSD-ResNet은 8ms, 제안한 클

러스터링을 수행한 SSD-ResNet은 15ms의 수행시간을 

보였다. 제안한 모델은 사전에 클러스터링과 의미론적 

분류를 수행하는 시간이 추가되었고, 분할된 각 이미지 

프레임마다 개별적인 물체 인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

반적인 SSD-ResNet과 비교하여 수행시간이 증가하였

다. 3D기반 알고리즘인 pointpillars는 16ms로 제안한 

모델보다 프레임당 1ms 더 긴 처리시간을 보였다. 

Model Runtime FPS

YOLO v4 21ms 47.61

SSD-ResNet 8ms 125

Clustering + SSD 15ms 66.6

Pointpillars 16ms 62.5

Table. 1 Average runtime and FPS of each model

Fig. 12 Result – Average runtime of each model

그림 13은 4가지 모델의 KITTI set의 원본 데이터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차량 추적 정확도 결과이다. Yolo v4 모델이 정확도 

81.92%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경량화 모델인 

SSD-ResNet이 가장 낮은 68.21%의 정확도를 보였다. 
3D 기반 인식 알고리즘 pointpillars는 74.81%의 정확도

를 가졌다. 클러스터를 수행한 SSD-ResNet은 71.84%
의 정확도로 클러스터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6.6% 높은 값을 보였다. 입력 이미지의 밝기 값을 50% 
감소시킨 이미지의 경우 Yolo v4 모델은 22.3%의 정확

도 감소를 보였다. SSD-ResNet 역시 25.23%의 정확도 

감소가 발생하였다. 대신 제안한 모델은 약 7%의 감소

량을 보여 64.85%의 정확도로 2D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델 들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입력 이미지의 

밝기 값을 50% 증가시킨 이미지의 경우 Yolo v4는 

2.27%, SSD-ResNet은 11.8%, 제안한 모델은 2%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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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 감소량을 보였다. 

Model Original Darker Brighter

YOLO v4 81.92% 59.62% 79.65%

SSD-ResNet 68.21% 42.98% 56.41%

Clustering + SSD 71.85% 64.85% 69.85%

Pointpillars 74.31% 74.31% 74.31%

Table. 2 Accuracy according to brightness of each model

Fig. 13 Result – Accuracy of each model

제안한 클러스터링 모델은 Yolo v4에 비교하여 일반

적인 경우와 밝기 값이 증가된 경우에는 10% 정도 낮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밝기 값이 감소된 경우에는 5.3%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수행시간의 경우도 프레임당 

약 6ms 짧아 Yolo v4 대비 28.57%의 수행시간감소가 

발생한다. pointpillar 모델에 비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2.46%의 

정확도 차이를 가지며 제안된 모델이 프레임 당 수행시

간이 6.25% 짧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iDAR 센서에서 얻은 점 구름 데이터

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물리적 정보를 얻고 이를 머신러

닝을 통해 학습한 모델로 ROI를 설정하여 2D 이미지 물

체 인식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기법의 제안과 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LiDAR 점 구름 데이터에서 지면에 해당하는 데이터

를 연속적인 평면 탐색을 통해 제거하고 각 점의 거리데

이터를 통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분리된 각각의 오

브젝트의 물리적 특성을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분류 모

델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ROI를 생성을 통해 2D 이미지 

기반 물체인식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

해 이미지 밝기를 50% 감소시킨 환경에서 2D 기반 물

체인식 모델 Yolo v4 대비 5.3% 높은 정확도와 프레임 

당 6ms 짧은 처리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3D 기반 

물체인식 모델 pointpillar 대비 2.46% 낮은 정확도를 보

이는 대신 1ms의 짧은 처리시간을 가진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미지 기반 물체 추적 알고리즘

은 이상적인 광학적 환경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

만 이상적이지 않은 광학적 환경, 즉 시야가 나쁜 환경

에서는 3D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이게 된다. 이때 3D 데이터에서 물리적 특성을 추출

하여 2D 이미지에 높은 신뢰도를 가진 ROI를 제공하여 

3D 데이터 기반 물체 추적 알고리즘이 가지는 특징적인 

장점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3D 데이터에서 간단한 클

러스터링과 머신러닝기반 분류과정만을 수행하기 때문

에 데이터의 크기가 큰 3D 데이터 처리량을 감소함으로

써 3D 데이터를 처리하는 CNN 기반 알고리즘 대비 더 

빠른 수행 시간과 적은 리소스 소모를 구현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제안된 기법은 차량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기준으로 물리적 특징을 선정하여 분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행자와 같은 다른 도로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추적에는 그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과 분류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검출한 오브젝트

들에 각각 물체 인식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방식임으로 

많은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모델

들 보다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D 
데이터의 연산량은 감소했지만 사용하는 데이터 자체

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접근하고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은 기존 3D 기반 알고리즘들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도 추후 고려해보야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체를 대상으

로 하는 유효한 분류 방법을 탐색, 물체 인식 과정의 개

선, 더 경량화되고 간소화된 3D 데이터 처리를 통한 메

모리 사용량 감축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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