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0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2019년 7월 (JBE Vol. 24, No. 4, July 2019)

카메라와 라이다의 객체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한 Senso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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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율주행을 위하여 카메라와 라이다를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하고 각 센서에서 검출된 객체를 late fusion 방식으로
융합을 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메라를 이용한 객체 검출은 one-stage 검출인 YOLOv3을, 검출된 객체의 거리 추정
은 perspective matrix를, 라이다의 객체 검출은 K-means 군집화 기반 객체 검출을 각각 이용하였다. 카메라와 라이다 calibration은 PnP- 
RANSAC을 이용하여 회전, 변환 행렬을 구하였다. 센서 융합은 라이다에서 검출된 객체를 이미지 평면에 옮겨 Intersection over union 
(IoU)을 계산하고, 카메라에서 검출된 객체를 월드 좌표에 옮겨 거리, 각도를 계산하여 IoU, 거리 그리고 각도 세 가지 속성을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융합을 하였다. 융합을 통하여 각 센서에서 검출되지 않은 객체를 보완해주어 성능이 약 5% 증가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o improving object detection performance using the camera and LiDAR on autonomous vehicle platforms 
by fusing detected objects from individual sensors through a late fusion approach. In the case of object detection using camera 
sensor, YOLOv3 model was employed as a one-stage detection process. Furthermore, the distance estimation of the detected 
objects is based on the formulations of Perspective matrix. On the other hand, the object detection using LiDAR is based on 
K-means clustering method. The camera and LiDAR calibration was carried out by PnP-Ransac in order to calculate the rotation 
and translation matrix between two sensors. For Sensor fusion, intersection over union(IoU) on the image plane with respective to 
the distance and angle on world coordinate were estimated. Additionally, all the three attributes i.e; IoU, distance and angle were 
fused using logistic regress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sensor fusion scenario has shown an effective 5% improvement 
in object detection performance compared to the usage of singl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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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자율주행을 위하여 인지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주

변 환경에 대한 객체 검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카메

라를 이용한 객체 검출 분야에서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를 이용한 딥러닝 네트워크인 PeleeNet[1], 
RetinaNet[2], YOLOv3[3], MobileNet[4] 등 객체 검출에 관련

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객체 검출

분야에서는 PointSeg[5], Pixor[6]과 같은 클라우드 포인트를

이용한 end-to-end 객체 검출 딥러닝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날씨, 조도 등 환경에 따라 각 센서의

성능이 일정치 않아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자율주행에서는

하나의 센서만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 한계

가 있다. 그래서 여러 센서를 융합하여 객체를 검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센서를 융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이 deep fusion이다. Ming 
Liang 등은 이미지 feature를 bird’s eye view(BEV) space에
projection 한 후 3D detection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7]. 그
리고 MV3D[8]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센서를 딥러닝을 이용

하여 객체를 검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각 센서에서 객

체 검출을 한 뒤에 융합 하는 방법은 late fusion이다. 검출

된 객체의 거리와 각도 정보를 이용하여 센서 융합을 한다. 
Pan Wei 등은 CNN을 이용하여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객체

를 검출하고, 라이다는 support vector machine(SVM) 기반

객체 검출을 하여 얻은 각도, 거리 그리고 score 정보를 fuz-
zy logic을 통하여 검출된 결과를 융합 하였다[9].  
표 1은 카메라,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 센서에 대한 성능

비교표이다. 카메라는 객체 검출과 분류에 대하여 좋은 성

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날씨와 조도의 변화에 약한 것을 보

여준다. 라이다 및 레이더는 카메라보다 날씨와 조도의 변

화에는 강인하지만, 객체 분류는 카메라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센서를 융합하여 각

센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이상의

센서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

른 좌표계를 하나의 좌표계로 이동시킨 후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융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와

라이다 두 가지 인지 센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

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센서를 장착하고, 각

Camera LiDAR Radar

Object detection

Object classification

Distance estimation

Range of visibility

Functionality in bad weather

Functionality in bad lighting

표 1. 주변 환경별 센서의 성능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ensor performance by environment

그림 1. 카메라와 라이다 부착 위치
Fig. 1. Camera and LiDAR sensor mount position

센서에서 객체 검출을 한 후, 카메라의 픽셀 좌표를 라이다

의 월드 좌표, 라이다의 월드 좌표를 카메라의 픽셀 좌표로

각각 변환하여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카메라 객체 검출 및 추적

객체 검출은 영상에서 사람, 차량 등과 같이 특정한 물체

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이다.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출 방

법 중 대표적으로 one-stage network인 YOLO, SSD[10], 
RetinaNet등이 있고 two-stage network인 R-CNN[11] 계열

이 있다. One-stage network가 two-stage network보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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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빠른 장점이 있어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객체 검출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One-stage detector는 물체의 위치를 찾는 localization과

물체를 식별하는 classification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

다. One-stage 검출기인 YOLO는 이미지 feature를 sparse 
grid로 분할하고 그리드별 classification과 bounding box 
regression을 동시에 진행하여 객체 검출을 하게 된다. SSD
는 미리 정의된 다양한 크기의 anchor box를 사용하여 다양

한 객체의 크기 및 모양을 검출한다. RetinaNet은 학습 중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클래스 분류에 사용되는 cross entropy loss를 수

정한 focal loss를 제안하였다. Focal loss는 분류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류하기 어려

운 데이터들에 큰 가중치를 주어 학습 시 어려운 데이터에

집중시킨다.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면 one-stage가
two-stage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wo-stage는 두 단계로 나누어 객체 검출을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region proposal을 추출한 뒤 두 번째 단계에

서 객체 분류 및 bounding box regression을 수행하여 객체

를 검출하게 된다. 초기모델인 R-CNN은 프레임당 제안된

영역을 모두 CNN을 통과시킨다. 이때, 프레임당 수많은 횟

수의 forward pass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려

개선 버전인 Fast R-CNN[12]을 발표하였다. Region of In- 
terest Pooling(RoIPool)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subregion에

대한 forward pass 값을 공유한다. Selective search를 사용

하여 객체 검출을 위한 후보 영역을 선정하지만 속도가 느

려 병목현상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region pro-
posal로 바꾸어 Faster R-CNN을 발표했다. Faster R-CNN[13]

은 각 이미지에서 첫 번째 단계인 forward pass를 통하여

얻은 feature에 기반하여 영역을 제안한다. Region Proposal 
Network는 convolution layer 다음에 있으며 sliding win-
dow를 feature map으로부터 anchor box를 구하여 bound-
ing box와 score를 계산한다. R-CNN 계열의 속도가 개선되

고 있지만 one-stage에 비하면 현저히 느려 실시간을 요구

하는 시스템에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객체 추적은 영상에서 특정 대상의 위치 변화를 추적하

는 것이다. CNN과 Hungarian을 이용한 객체 추적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각 프레임에서 객체 검출을 하여 입력값으

로 객체의 위치를 얻는다. 객체의 형상, 위치 및 외관을 포

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특징 정보가 각각의 검출된 객체에

융합된다. 기존 트랙렛은 현재 프레임의 검출과 연관되고, 
그 후 트랙렛-검출쌍에 대해 신뢰점수가 계산된다. 점수가

임계 값보다 낮으면 비표준 트랙렛이라 가정하고 비 연관

탐지로 두 번째 스테이지의 데이터 연결을 수행한다. 데이

터 연결 후 트랙렛상태가갱신되며, 특히 외형 모델은 신뢰

점수에 기반하여 외관 모델이 선택적으로 갱신된다. 마지

막으로, 현재 프레임의 업데이트된 트랙렛은 다음 프레임

에서 데이터 연결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하여 객체 추적을

하게 된다.

그림 2. CNN과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객체 추적 프로세스[14]

Fig. 2. Object tracking process using CNN with Hungarian data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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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와 라이다 calibration 

모든센서를 이용할 때에는 calibration이 중요하다. 카메

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매 프레임은 월

드 좌표상의 물체를 이미지 평면에투사를 시킨다. 이때 사

용한 카메라의렌즈, 이미지 센서와의 거리 등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을 주는 내부 파라미터

를 구하는 것이 카메라 calibration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

면, 광각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미지 주변으로갈수록왜곡

이 심해지는 것을 볼수 있다. 카메라 calibration을 통하여

얻은 내부파라미터값을 이용하여왜곡보정을 할 수 있다.
카메라와 라이다의 calibration은 서로 다른 센서를 이용

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센서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카메라와 라이다가설치되어 있을 때, 두 센서

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설치가 되어있는지, 한 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회전이 되어 있는지의 관계 행렬을 구

하는 것이다. 카메라와 라이다의 calibration이 정확하게 되

어야만 두 센서가 정확하게매칭이 되어 서로 다른 센서를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와 라이다 calibration을 이

용하여 rotation과 translation matrix를 가지고 식 (1)을 이

용하여 라이다의 월드 좌표에서 이미지 좌표에 projection
을 시킬수 있다. S는 이미지의 한 점에 대한 scale factor이
고, pc는 식 (2)와 같으며왜곡 보정이 된 이미지상의 픽셀

값이다. K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이다. R과 T는 회전 및

변환 행렬이다. pw는 식 (3)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이미지

에 projection을 할 월드 좌표상의 한 점이다.

[ ]|c ws p K R T p× = (1)

[ ]1 T
cp u v= (2)

[ ]1 T
wp x y z= (3)

3. 라이다 객체 검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기술중 카메라만 이용하면 날씨나

조도에 영향을 받아 어두운 밤이나 악천후에서 객체 검출

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라이다에 대한 중요

도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클러스터

링 기반 객체 검출과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출 연구가

있다. 각 연구에 대한 장, 단점이 있는데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출 기법은 정확도가 높은 대신 처리 속도가 늦은

반면에 클러스터링 기반 객체 검출 방법은 처리속도가 높

은 장점이 있다.
군집화 기반 객체 검출은 수많은 point cloud에서 비슷한

point끼리 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군집화를 통하여 point 
cloud 상에서 객체 후보군을 추출하고, 후보군에서 필터링

을 통하여 classification을 하여 객체를 검출한다. 군집화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K-means 군집화는 cloud point 전체를

특정 기준점 기준을 중심으로 유클리디언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K개의 묶음으로 군집화 하는 방법이다. 수행 절차

는 군집의 수 K개를 정의하여 중심을 위치시키고, 각 중심

에 모인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준다. Hierarchical 
군집화는 비슷한 군집끼리묶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

가될때까지 군집을묶는 방법이다. 군집 간 거리를 기반으

로 하는 알고리즘이며, K-means와는 다르게 군집의 수를

따로 정해주지 않아도 된다.

4.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융합

서로 다른 센서를 이용하여 객체 검출을 하는 방법은 그

림 3과 같이 서로 다른 센서의 raw data를 사전에 융합하여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인 early fusion, 각각의 센서를 이용

하여 객체를 검출한 뒤마지막에 융합을 방법인 late fusion,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인 deep fusion이 있다. 
∙ Early fusion: 서로 다른 센서의 raw data를 사전에 결합

하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Camera와 LiDAR의
경우에는 RGB 이미지와 point cloud의 거리정보를 이

용하여 feature level에서 결합하여 RGB-D 이미지를 생

성하고 객체 검출과 같은 알고리즘에 사용한다.
∙ Late fusion: 서로 다른 센서를독립적으로 객체 검출을

한 뒤, 결과를 이용하여 융합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

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ayesian classifier, 
Global nearest neighbor, fuzzy logical model, Dempster–
Shafer theory 등이 있다.

∙ Deep fusion: 입력된 raw data를 융합을 한 뒤 알고리즘

을 이용하는 점은 early fusion과 비슷하다. 서로 다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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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neural network를 이용하여 융합하는 차이가 있다. 
Early fusion과 Deep fusion 같은 경우에는 검출 알고리

즘 전 미리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하나의 센서라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시스템에 영

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Late fusion의 경우에는 각 센서에

서 객체 검출을 한 뒤에 융합하므로 하나의 센서가 동작하

지 않아도 다른 하나의 센서를 이용하여 지속해서 객체를

검출해 나갈 수 있지만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데이터에 대

하여 개별적으로 객체 검출을 해야 하므로 computing pow-
er가 많이 소모된다.

5. 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와독립변수 간의 관계를함

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선형 회귀와 비슷한데, 선형회귀는

설명변수 X와 연속된 수로 이루어진 종속변수 Y 간의 관계

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데이터로부터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범주형 변수를 이용할 때에는 선형회귀

를 사용하지 못하여,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

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였다. 이는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 기법으로

도 볼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0과 1 사

이의 확률값을 얻는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얻는 과정은 식

(5)와 같이 실패확률에 대한 성공확률의 비율인 odds ratio
의 개념을 이용하여 로짓변환을 한 값을 식 (4)와 같이 z라
가정하고 식 (6)과 같이 자연로그 식을 지수함수 형태로 전

개를 한 뒤확률 P에 관하여 정리를 하여 시그모이드함수

인 식 (7)을 얻을 수 있다.

( )ln _odds ratio z= (4)

s.t.   _
1
Podds ratio
P

=
- (5)

1 ZP
P e--

=
(6)

1
1 ZP
e-

=
+ (7)

Ⅲ. 제안 방법

1. 개요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센서의 융합은 late 
fusion 방법을 이용한다. 먼저 카메라와 라이다의 raw 데이

터를 이용하여 각각 객체 검출을 수행한다. 융합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이미지 상에서의 IoU, 3D 공간상에서의 거

리와 각도를 계산한다. IoU는 라이다를 이용하여 검출된

객체의 3D bounding box를 이미지에 projection 시켜 2D 
bounding box로 변환한 후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출된 객체

의 bounding box와 IoU 계산을 하게 된다. 거리와 각도는

카메라에서 검출된 객체를 월드 좌표로 변환 후 객체들의

거리와 각도를 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를 월드 좌표로 변환을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월드

좌표로 변환을 할 때에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오차를줄이

기 위하여 추정된 거리를 월드 좌표상의좀더 정확한 값을

갖도록보정 과정을 거친다. 보정을 통하여 얻은 객체들의

정보인 거리, 각도 그리고 IoU 정보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객체를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 다양한 센서 융합 방법
Fig. 3. Architectures of different sensor fus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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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 객체 검출 및 추적

카메라와 라이다 두 센서를 융합하기 위해서 객체 검출

을 이용한 비교군이 필요하다. 따라서 카메라 비교군 추출

에 이용할 객체 검출기는 딥러닝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크

는 비교적 처리 속도가 빠른 one-stage 검출기 중 YOLO 
v3을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COCO dataset과 해당 연

구실에서 별도로취득한 dataset을 이용하여 학습을 시켰다. 
YOLOv3은 Pascal Titan X에서 약 30FPS가 나오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H/W 인 Nvidia Jetson Xavier나 Nvidia 
GTX 1080ti에서는 실시간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리 속도 보완과 한번 검출된 객체를 놓치지 않고 추적

하기 위하여 트렉렛 기반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

였다. 

3. 거리 추정 및 보정

라이다와의 융합하기 위해서는, 검출된 객체와의 거리정

보를 알아야 한다. 라이다를 이용하여 검출된 객체는 센

서를 통하여 x, y, z값이 들어와 쉽게 월드 좌표로 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 상에서 월드 좌표의 x, y, z 좌표

를 알 수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erspective transform 
matrix를 사용하여 월드 좌표에서 거리를 추정하였다. 변환

에 사용되는 평면은 카메라 영상 평면과 월드 좌표의 바

닥, 두 평면을 이용하여 관계 변환 행렬을 계산하였다. 
두 개의 평면에서 이용되는 값의 예시는 그림 5와 같으며

라이다의 point cloud와 이미지의 픽셀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물체를 두고 동시에 데이터를 취득하여 변환 행

그림 5. 행렬 계산에 사용되는 센서 실측값 측정 예시
Fig. 5. Example of measuring sensor values used in matrix calcu-
lations

렬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행렬의 곱에 대한 입력을 영상

내에서 물체의 픽셀값을 이용하여 차량과 물체 간의 거

리를 구하였다.
이미지 평면상에서 추정된 거리는 오차가 존재한다. 그

러므로 추정된 거리 값을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보정하

는 과정은 카메라와 라이다와의 calibration을 통하여 구한

그림 4. 제안하는 센서 융합 시스템의 개요
Fig. 4. Overview of the proposed fu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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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미지상의 거리 추정과 보정
Fig. 6. Distance estimation and correction on images  

rotation matrix와 translation matrix를 이용하였다. 검출된

객체박스를 이용하여 거리를 추정할 때 좌측과 우측차선

의 차량은 이미지 상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특성을 이용

하여 본인 차량 기준 좌측에 있으면 박스 하단의 좌측을

추정하여 차량 범퍼의 좌측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우측에

있으면 차량 범퍼의 우측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추정

된 x, y, z 값을 회전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다시 이미지에

projection 시키며 식 (8)과 식 (9)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 )origin estimated

estimated
size

x v v xv
æ ö-
ç ÷D = ´
ç ÷
è ø (8)

( )origin estimated

estimated
size

y u u yu
æ ö-
ç ÷D = ´
ç ÷
è ø (9)

∆x와 ∆y는 추정된 x, y 거리에 보정할 값을 의미한다. 
usize와 vsize는 이미지의 크기이다.  uorigin와 vorigin는예측해야

할 이미지 상의 좌표이며 uestimated와 vestimated는 예측한 x, y, 
z의 좌표를 이미지 평면에 projection 시켰을 때의 이미지상

의 좌표이다. 마지막으로 xestimated와 yestimated는 해당 객체에

대한 x, y 좌표이다. 보정할 실제 x, y 거리는 이미지의 픽

셀 오차율에 실제 x, y값을 곱하여 예측한 x, y 좌표에를

이용하여 보정을 한다.
그림 6에서 초록색 원은 perspective transform matrix를

이용하여 추정된 거리를 이미지 상에 projection 시킨 원이

고 빨간색 원은 보정해나가는 과정이며, 노란색색 원은 보

정이 완료된 거리를 이미지에 projection 시킨 원이다.

4. 라이다 객체 검출

라이다를 이용한 객체 검출은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딥

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필터 기반 객체 검출을 하였다. 객체

검출 과정은 그림 7과 같이 입력받은 cloud point에서 지면

을 제거한 후 군집화를 한다. 군집화가 된 객체들을 필터를

이용하여 classification을 하여 객체를 검출한다.
첫째로, 입력으로받은 raw 데이터에서 지면을 제거하고, 

관심영역인 좌우 10m, 전방 30m 이외의 point cloud를 제

거해 주었다. 지면을 제거하는 것과 관심영역을설정해줌

으로써처리해야 할 포인트 개수를줄일 수 있고, 객체 검출

을 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둘째로, 군집화이다. 지면이 제거된 cloud point를 K- 

means 군집화를 이용하여 근접한 point를 하나로묶어주어

후보군을 선별한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후보군을 필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객체를 검출하였다. 라이다 상에서 차량은 그림 8과 같이

그림 7. 라이다를 이용한 객체 검출 과정
Fig. 7. Object detection process using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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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차량 위치에 따른 point cloud의 배열
Fig. 8. Arrangement of point clouds according to vehicle location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여 위치에 따른 필터를 이용하였

다. 라이다에서 차량이 보이는 특성을 이용하여 각 위치

에 맞게 보이는 면 중 가장자리에는 큰 가중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작은 가중치를 주어 객체를 검출하였다.

5. 카메라-라이다 센서 융합

카메라와 라이다의 융합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평면과 월드 좌표 두 공간을 이용하였다. 이미지 평

면에서는 IoU를, 월드 좌표 상에서는 거리와 각도를 각각

구하고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융합한다. 라이다의 3D 
bounding box 정보를 이미지에 projection 시켜얻은 IoU만

이용할 경우에는 한 이미지 안에 많은 객체가 있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카메라의 2D bounding box 정보

를 공간 좌표로 옮겨 거리와 각도 정보를 가지고 융합을

할 경우 역시좁은 공간에 많은 객체가 있을 경우 서로 다른

객체가 융합될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미지 평면과 월드

좌표 두 공간에서 객체의 속성들인 IoU, 거리 그리고 각도

정보를 추출한 뒤 융합을 하였다.
첫째로, 월드 좌표 상에서 각도와 거리정보를 구하는

과정이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출된 객체들의 bounding 
box는 2D이므로 월드 좌표로 변환을 하려면 기준점을 잡

아야 한다. 이미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미지 중심 기준으

로 좌측에 있으면 bounding box의 좌측하단 모서리, 우측
에 있으면 bounding box의 우측 하단 모서리 픽셀을 기준

으로 거리 추정과 보정을 하여 월드 좌표 상의 x, y, z 값을

그림 9. 월드 좌표에서의 거리와 각도 정의
Fig. 9. Define distance and angle in world coordinates

그림 10. 라이다를 이용하여 검출된 객체를 이미지 평면에 옮기는 방법
Fig. 10. Projection detected object to the image plane using LiDAR 

추정하였다. 라이다에서 검출된 객체의 x, y, z와 카메라에

서 검출된 객체에서 추정과 보정을 통하여 얻은 x, y, z를
이용하여 그림 9와 같이 거리 와 각도를 구한다.
둘째로, 이미지 평면에서의 IoU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

이다의 bounding box는 월드 좌표 상에 3D 박스로 되어

있다. 이를 2D bounding box로 변환하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박스의 대각선 위, 아래의 점을 이용하여 이미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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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D 박스로 변환해 준다. 그 후, 이미지 평면에 projection 
시켜 카메라로 검출된 객체와 IoU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체가 하나의 물체인지 분류를 하는 방

법이다. 분류하는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입력 값으로는

이미지 평면과 월드 좌표 상에서 계산된 IoU, 거리 그리고

각도이다. 결과 값은 맨 마지막 연산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 나오는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였으므로 0과 1 사이의

같은 물체일 확률이 나오게 된다. 로지스틱 회귀에 사용된

layer는 총 3개의 fully connected layer를 이용하였다.

Ⅳ. 실험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센서는 실제 자율주행을 위하여 개조

된 현대 i30 차량에 장착하여 데이터를취득하였다. 카메라

는 SEKONIX 사의 SF3324-10X(120°)를 사용하였고, 라이

다는 Ouster 사의 os1 64빔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Intel(R) Core(TM) i7-7700K CPU @ 4.20GHz
와 Nvidia GTX 1080ti를 이용하였다.
카메라와 라이다의 데이터 취득은 Robot Operating Sys- 

tem[15](ROS)에서 제공하는 ROS bag 형태로 취득하였다. 
두 센서 간 동기화는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하였고, 카메라

와 라이다의 객체 검출 결과는 메시지 형태로 전달받았다. 
도로 환경은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와 옥련동 일대에서 취

득하였다. 그림 12의 좌측은 카메라를 이용한 객체 검출

및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며, 그림 12의 중앙의 이

미지는 라이다를 이용하여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좌측의 그림은 카메라와 라이다 융

합된 결과이다. 아래의 결과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센서에

그림 11. 로지스틱 회귀에 사용된 layers
Fig. 11. Layers used for logistic regression

그림 12. 카메라 객체 검출 (좌). 라이다 객체 검출 (중), 센서 융합 결과 (우)
Fig. 12. Camera object detection (left), LiDAR object detection (middle), sensor fusion result (right)



이종서 외 2인: 카메라와 라이다의 객체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한 Sensor Fusion   589
(Jongseo Lee et al.: Camera and LiDAR Sensor Fusion for Improving Object Detection)

그림 13. 객체 검출이 잘 되지 않은 경우
Fig. 13. Case of miss detection

　 precision recall
Camera 0.901 0.901
LiDAR 0.824 0.8
Fusion 0.952 0.925

표 2. 카메라와 라이다 객체 검출과 융합의 성능 분석
Table 2. Performance analysis of camera and LiDAR detection and 
fusion

 

서 검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융합을 통하여 상호 보완을

한 것을확인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라이다에서 같이 검출

된 객체도 잘 융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능 평가는 사전에취득한 bag 파일을 이용하여오프라

인 처리를 하였다. 식 (10)과 식 (11)을 이용하여 카메라 결

과, 라이다 결과, 융합 결과 각각에 대한 recall과 precision
을 구하였다.

(10)

(11)

평가는 카메라와 라이다 데이터를 동시에녹화한 데이터

를 이용하여 자동차 객체 2316개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표 2를 보면 융합을 한 후의 성능이 precision은 약 5%, 
recall은 약 2.2%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는

오검출 수가 0개이지만 검출되지 않은 객체는 총 2316개
중 230개이다. 검출되지 않은 객체들 중 대부분은 그림 13

의 중앙에 있는 1톤트럭과 같이 학습 데이터가 적은 유형

의 차량이다. 그리고 객체 검출을 한 뒤에 일정 프레임에서

는 객체 검출을 하지 않고 검출된 객체를 이용하여 추적을

하므로 객체 검출을 하지못하게 되면 그 후몇프레임에서

해당 객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새로운

데이터를취득하여새로운 유형의 객체를 학습시켜검출율

을 높여 해결할 수 있다. 라이다는 오검출 수가 68개이며

검출되지 않은 수가 408개가 있다. 오검출은 대부분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며, 검출

되지 않은 객체들은 거리가멀어 군집화 된 후보군의 포인

트 개수가 적을 경우에 검출이 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로수 같이 포인트 분포가 중심에 몰려있는 경우

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의 중심에 가중치를 낮추고, 포인

트가 적은 후보군을 검출하기 위하여 가장자리의 가중치를

늘려주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융합된 결과는 오검출 수가 68개이고, 검출되지 않은 수

는 111개이다. 이는 라이다에서 검출하지 못한 객체를 카

메라가, 카메라에서 검출하지 못한 객체를 라이다가 검출

을 하여 검출되지 않은 객체는 줄었지만, 합집합 연산을

이용하여 라이다에서 오검출된 객체가 융합된 결과에 포

함되어있다.
카메라 이미지의 입력은 30fps, 라이다 cloud points의 입

력는 20Hz로 raw data입력을 받았다. 카메라를 이용한 객

체 검출 및 추적은 이미지 1장 검출 후 3번 추적을 하였을

때 평균 61fps으로 실시간 객체 검출 및 추종을 하였다. 라
이다를 이용한 객체 검출 처리 속도는 평균 18Hz으로 입력

으로받은 cloud points에 대하여 실시간 처리를 하였다. 융
합에 대한 처리 속도는 두 센서의 시간 동기화를 라이다

기준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라이다 객체 검출 결과에 의존

적으로 평균 18Hz으로 실시간 처리를 하였다. 처리속도에

대한 문제는 라이다 객체 검출에 대한 결과물을 추적 기법

을 이용하여 처리속도를 올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실제 자율주행을 위하여 개조된 차량에 카메

라와 라이다를 장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고, 객체 검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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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물의 정보를 가지고

센서 융합을 하였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출된 객체와 라

이다를 이용하여 검출된 객체들을 합집합 연산을 이용하여

각 센서에서 검출하지못한 객체를 서로 보완하게 되어 미

검출을 줄였다. 하지만 라이다 객체 검출에서 미검출이높

고, 오검출이 합집합 연산으로 인하여 융합된 결과물에 포

함이 되므로 각각의 센서의 객체 검출 성능에 따라 융합된

결과의 성능도달라지므로 카메라 검출기와 라이다 검출기

의 성능이 모두 좋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카메라와 라이다의 raw data를 융합하고 딥러닝을 이용하

여 객체 검출하는 방법인 deep fusion 방법으로 연구를 진

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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