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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l-time implementation of the new Parking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PLDWS) 
algorithm for autonomous vehicle development. The proposed algorithm is for converting the top view image of the AVM camera 
into nine divided images and learning the deviation of parking line by studying the divided image based on deep learning. Wide 
angle cameras are mounted on the front, rear, left side, and right side of the real vehicle, and the top view image is obtained through 
the calibration of each camera. Considering that the visible range of the AVM varies according to the mounting position of the 
vehicle, the actual distance based on the AVM image is measured and designated as region of interest(ROI) to the front and rear, 
right and left 2-m regions(3 in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3 in the vertical direction). The proposed algorithm was implemented on 
NVIDIA Jetson TX2 board for deep learning implementation, and tested in Keras deep learning framework environment and 
Ubuntu 16.04 OS. It showed 98.01 % precision and 99.13 recall. The processing speed was 5.5 to 6 FPS. By using PLDWS, the 
driver can be notified with a warning about the parking situation through the camera, and the output of the PLDWS can be used for 
vehicle control when implementing the autonomous parking system.

Key words : Deep learning(심층 학습), AVM(Around View Monitoring,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VGG-16( 이지지-16), Parking 
line departure warning(주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Partitioned vehicle region images(차량 역 분할 상)

1. 서 론1)

 세계 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의 단계인 ADAS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에 련한 시장에서
는 다른 센서들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카메라를 

활용한 기능들이 주로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카메라 4 를 활용한 AVM(Around View Monitoring)1) 
카메라를 이용한 ADAS 기능을 연구하 다.

AVM의 기본이 되는 각 카메라는 장 과 단 2)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센서이다. 일반 으로 180 ~ 190도의 
화각으로 구성된 각 카메라는 차량에  / 후 / 좌 / 우로 
4 를 부착할 시 사각지  없이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단 은 어안 즈를 사용함으로서 심해지

는 카메라 상 왜곡과 감지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AVM은 이러한 각 카메라의 장 을 효과 으로 활용

하고, 단 을 최소화하는 ADAS라고 말할 수 있다.
AVM은 차량의 상단에서 차량을 내려 보는듯한 상3)

을 만들어 운 자로 하여  쉽게 주차를 진행할 수 있도

록 돕는 시스템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ADAS 시장의 
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교  진입 장벽이 낮은 AVM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 으로 증 되고 있다. 미국고속
도로교통안 국(NHTSA)이 후방 카메라 부착 의무화를 
추진

4)
하는 등 차량 내 각 카메라 부착은 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각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AVM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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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단된다.
기존의 AVM은 4개의 각 카메라를 1장의 Top View 
상으로 융합하여 차량 내부의 클러스터 혹은 모니터에 

출력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 주차를 진행하는 상황을 
Top View로 출력해주는 기존 AVM은 모니터와 주변 상
황을 동시에 살펴야하여 혼잡한 주차 환경에서의 빠른 주

차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고, 카메라를 활용한 자율주
차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추가 인 처리가 필

요하여 주차 상태를 9개의 역의 이탈여부로 단해 주는 
본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기 상품화된 AVM
의 기능에 주차선 이탈여부를 단해 주는 기능이 더해져 

사용자로 하여  좀 더 수월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
자동 주차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부분은 주차 선을 인식하는 것과 재 차량의 주차 진행 

상태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3가지 기능  재 차량의 주차 진행 상
태를 인지하는 기능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기능의 알고
리즘은 차량의 Top View 상에서 차량 역을 9개의 
역으로 분할하여 각 역들이 주차선

5) 역을 이탈하
는지 단하는 알고리즘으로 각 세부 역의 이탈여부를 

단하는 딥러닝 구조를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한 자동 주차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서는 실시간

으로 기능의 작동을 확인하여 제어부에 송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에 장착된 각 카메라 기반의 랫폼을 활
용하여 DB 수집  실차 실험6)

을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각 카메라에서 상을 받아 AVM으

로 상을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Exynos 8890 AP기반의 
모듈을 활용하여, DB를 수집함과 동시에 본 기능의 입력
으로 사용하여 차량의 주차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더욱이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하여 

NVIDIA GPGPU(General-Purposer Computing on Grapgics 
Processing Units) 기반의 임베디드 보드 환경에서 AVM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차량의 Top View 상을 받아 재 
차량과 주차선과의 계

7)
를 처리하여 차량의 어떤 역

이 주차 역을 이탈하 는지에 한 신호를 운 자에게 

달해 다는 목 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능에 하여 캘리 이션 / 
처리 / Labeling / 후처리 / 학습  실행에 하여 설명
하고 있고, 3장에서는 실차 기반으로 본 기능을 수행할 
HW  SW 환경에 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 4장에서
는 3장 기반의 환경에서 취득한 DB의 구성과 DB를 활용
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 5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이탈 역 탐색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딥러닝을 활용하여 주

차선 이탈 경고 신호를 발생해주는 것이다. 딥러닝 모델
로는 응용과 분석이 상 으로 용이한 VGG-16 모델8)을 

사용하 고, Top View에서 보이는 차량을 9개의 역(가
로 3, 세로 3)으로 나 고, 각 역별로 주차선 침범 여부
를 단하여, 최종 으로 주차선 역 이탈에 한 경고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2.1 처리

2.1.1 캘리 이션9)

Fig. 1은 카메라 모듈 자체의  거리, 주  거리  

모델링된 왜곡 다항식에 한 왜곡 계수를 의미하는 

Intrinsic Parameters와 카메라 모듈의 설치 치와 설치각

을 의미하는 Extrinsic Parameter를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
해 놓은 공간인 공차 보정실에 한 시이다.

Fig. 1 Example of calibration ground

공차 보정실 내부에 치한 Checker Board의 동일한 
크기의 정사각형 구성의 연속인 특성을 활용하여 카메라

의 Intrinsic, Extrinsic Parameters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 
결과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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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카메라 Matrix를 의미하며, 카메라 자체의 
 거리와, 주  거리에 한 값을 뜻한다. 식 (2)는 Rota-

tion Matrix를 의미하고, 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기 와 

카메라의 설치 각에 한 Roll / Pitch / Yaw값을 3×3의 행
렬로 모델링하여 표 한 것이다. 식 (3)은 Translation 
Matrix를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기 과 카메

라 설치 치에 한 변  X, Y, Z를 의미한다. 식 (4)는 
식 (1), (2), (3)값을 활용하여 3D World 좌표와 카메라 
상 좌표 간의 변환 식을 보여주고 있다.

2.1.2 심 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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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방, 후방, 좌측, 우측 4개의 각 카메라를 
캘리 이션하여 추출한 카메라 Intrinsic, Extrinsic Para-
meters를 활용, Z축을 Don’t Care로 하여 해당 항목을 삭
제하고 계산한 행렬의 연산을 기반으로 Top View 평면
(3D 표 기  Z축을 고정)으로 투 된 상이다.
식 (5)와 (6)은 각각 3D 좌표계와 상 좌표계 사이의 

변환행렬인 호모그라피와 호모그라피를 활용한 좌표 변

환 방법을 나타낸 식이다. 호모그라피는 식 (1), (2), (3)의 
카메라 Intrinsic Paramters, Rotation / Translation Matrix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차량에 부착하여 양산되는 AVM의 View 

Range가 2~3 m인 을 고려하여 차량 기  후좌우 실거

리 2 m를 측정하여 ROI(Region of Interest)를 지정하 다.
VGG-16 모델11)

은 224×224의 정사각형 Input 상 Data
를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 Fig. 2는 상의 Width와 Height
의 값이 다른 직사각형 형태의 상이기 때문에, 기실
험 당시에는 Interpolation 방법을 통한 Resize를 시행하
으나, Fig. 3의 상황과 같이 차량이 회 하는 환경에서 주

Fig. 2 Original top view image

Fig. 3 Problem with general method resize

Fig. 4 Input top view image

차선12)과 차량이 수직한 상황보다 평행한 상황에서 실제

로는 같은 Line임에도 불구하고, 상 상에서 Pixel 차이
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 인 Resize가 아니며, Convolution 연산 실행 시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Fig. 4와 같이 상 좌우에 Data 값
이 0인 역을 Padding하는 입력 상을 구성하 다.

2.1.3 차량 역 상 분할

본 연구의 최종 목 은 AVM을 활용한 자율 주차 시스
템이다. 자율 주차 시스템에는 상을 기반으로 한 상황
에 한 인지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어와 제어를 한 

단이 필요하게 된다. 다른 기능들과의 통합을 해서
는 알고리즘의 입력 / 출력을 확실하게 하여야 하는데, 본 
알고리즘은 체 목 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알고리즘 출력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자동 주차 시스템의 제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차량의 횡방향 제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방
향 제어에 한 입력을 만들기 하여 우리는 차량의 가

로 세로의 역을 분할하고, 분할한 역이 주차선과 겹
치는 역을 탐색하고 제어에 한 단부에서는 탐색한 

역들을 활용하여 재 주차선
13)
과 차량의 각도를 산출

하여 차량의 횡방향 제어에 한 단을 달하고자 한다.
최종 으로 분할한 N개의 역에 하여 주차선과 겹

친 역과 겹치지 않은 역으로 나 는 이진 단을 하

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여, 우리는 여러 Class와 각 
Class에 하여 이진 확률을 출력하는 기계학습을 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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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 개발에 용하고자 하 고, GPU를 활용하여 모
델을 깊게 제작하고 속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딥러닝으

로 알고리즘을 제작하게 되었다.
실험 으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제작 할 

때 출력층의 Class가 무 게 되면 특징 에 한 분류

가 잘 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짐을 발견하 다. 한 새
로이 DB와 Labeling을 진행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무 
세분화된 Class 기반의 Labeling은 과도한 시간의 분배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로로 3, 세로로 3개의 
역으로 분할하여 차량 체를 총 9개의 역으로 분할
하 다.
기존의 Open Dataset에는 AVM 상, 더욱이 차량을 9

개의 역으로 분할하여 주차선과 겹치는 역을 Label
한 Data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체 으로 DB를 구축14)

하고 Labeling 작업을 진행하 다. 보다 빠르고 수월한 
Labeling 작업을 하여 자체 으로 UI(User Interface) 기
반의 Tool을 제작하여 Labeling을 실시하 다.

Fig. 5는 Supervised 딥러닝에 필요한 Label Data를 장
하기 하여 자체 으로 제작한 Tool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Labeling에 련한 규칙은 아래 문

단에서 서술하도록 한다.15)

Fig. 6은 9개로 나뉜 차량 역  주차 공간을 이탈한 
역을 1, 그 지 않은 역을 0이라고 Label한 Data로서 
기 Label 상황에서 선택했던 방법이다.
딥러닝의 출력층으로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Fig. 5 Parking line departure labeling tool

Fig. 6 Data before correction

Fig. 7 Data after correction

Softmax층은 각 Class의 확률에 한 측값을 결과값으
로 출력하여 다. 이런 특성을 하여 Softmax의 출력층
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있어 기 Label 
방식을 유지한다면 9개 역 보두 주차선과 겹치지 않는 
완벽한 주차와 같은 상황에서 Label값의 총합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값을 반 하게 되면 주차 상

황의 특성상 9개 모든 역이 주차선과 겹치는 상황은 발
생하지 않으므로 1차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차 으로 출력의 총합이 0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
았지만, 아직 모든 상황에서 출력층의 합이 1이 되도록 
구성하지 못하 다. 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
는데, 값이 1로 Label된 역, 즉 주차선과 겹치지 않는 
역들에 한 Normalize 과정을 수행하면 가능하다. 주차
선과 겹치지 않은 역의 개수를 K개(겹치는 역은 9-K
개)라고 한다면 주차선과 겹치지 않는 역의 Label값은 
1/K로, 주차선과 겹치는 역의 Label값은 0으로 하여 문
제를 해결 가능하다.

Fig. 7은 실험 으로 기 방식의 문제 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반 로 이탈한 역을 0, 그 지 않은 역을 1
이라고 Label한 뒤, 9개의 역의 값을 Normalize한 Data
를 보여주고 있다.

2.2 분할 역 상 학습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Framework로는 Keras(Using 
Tensorflow Backend)16)를 사용하 고, 모델로는 VGG-16
를 활용하여 Training 하 다.

VGG-16은 Convolution층, Pooling층, Fully Connected
층을 포함하여 16개의 층으로 구성된 딥러닝 모델로서 
단방향으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덕
분에 구조 으로 사용자의 수정17)이 간편하고, 모델의 
간 부분에서 간 결과를 확인하기 용이하여, 모델의 
학습이 어떤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 는지 살펴보

는 것이 비교  간편하기 때문에 VGG-16 모델을 사용하
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다.



Real-time Implementation of the Parking Line Departure Warning System Using Partitioned Vehicle Region Images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7, No. 7, 2019 557

Table 1 Labeled image database of train, validation and test
Train set Validation set Test set Total

4,239 1,059 1,058 6,356

Fig. 8 Training process

본 연구에서는 기존 VGG-16의 출력층을 9개로 수정
하고, NVIDIA Jetson TX2의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Fully Connected층을 포함한 층들을 간소화하여 메
모리 할당의 문제를 해결하 다.

Table 1과 같이 총 6,256장의 상  4,239장은 Train 
set, 1,059장은 Validation Set, 1,058장은 Test Set으로 구성
하여 500번 반복(Epoch : 500)하여 학습하 다.
매 Epoch 단계가 끝나면 Adam Optimizer를 활용하여 

Parameter(Weight 값)를 수정하고, 수정된 Parameters를 
활용하여 Loss Function을 구하여 학습을 평가한다. Loss 
Function으로는 Cross Entropy를 활용하여 구하게 되고, 
Loss Function이 Epoch가 지남에 따라 값의 변화가 크지 
않고 일정 구간에 수렴하게 되면 학습을 완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500 Epoch 이 에 Loss Function이 수렴하
게 되어 500 Epoch에서 학습을 완료하 다.

Fig. 8은 딥러닝 VGG-16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한 Flow Chart이다. 2.1.2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ROI를 
지정하고 Padding 역을 부여하여 Resize한 뒤 최종단인 
Softmax의 출력이 9개로 수정된 모델에 반복 으로 학습

을 시키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실험 으로 체 학습 

DB에 한 학습을 500번 반복하 을 때, 결과가 수렴하
는 것을 확인하고, 학습을 완료하 다.

2.3 후처리(모델 실행)
Fig. 9는 미리 학습된 Parameters를 바탕으로 새로 들어

오는 입력에 한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상 처
리는 학습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미리 학습된 Parameters
와의 연산을 통하여 최종 으로 9가지 상태에 한 확률
값을 출력해 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1의 Test Set 1,058장을 활용하여 

모델을 실행하고 Test하 다.
학습된 Parameters기반의 VGG-16 모델을 통과한 Data

의 출력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1차 으

로 Fig. 7과 같은 Label Data에서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인 
0.11(1 / 9)를 Threshold로 하여 구분하고, 1차 구분을 기반
으로 주차선을 이탈하지 않은 역을 N개 추정하여 개략
으로 주차선을 이탈한 역을 탐색한 뒤, 1 / N의 반
의 값을 최종 Threshold로 하여 주차선 이탈 역에 한 

경고를 출력한다.

Fig. 9 Running process

Fig. 10 Parking line dparture wrning result



이동규․기석철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7권 제7호, 2019558

Fig. 10과 같은 경우는 1차 Threshold인 0.11을 기 으

로 총 5개 역이 주차선 역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Threshold를 (1 / 5) / 2 = 0.1로 정하여 결과 
Warning을 출력하고 있다.

3. 실험 환경

3.1 임베디드 시스템

Table 2는 본 논문에서 임베디드 보드로 선택한 NVIDIA 
Jetson TX2 보드의 CPU, GPU, Memory 스펙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인 PC와는 다르게 CPU와 GPU가 같은 
Memory를 근 / 활용한다.

CPU와 GPU가 같은 Memory를 사용하는 구조 인 문

제 때문에, TX2에서 Tensorflow 사용 시 종종 GPU Sync 
Error가 발생하는데, 이는 Tensorflow 내에서 Memory 할
당량을 제한하는 Code를 삽입하여 해결하 다.

NVIDIA Developer에서 제공하는 JetPack을 다운로드 
후 TX2 보드를 Flashing을 진행하 다. Ubuntu 16.04 환경
으로 구축된 TX2 보드에 PC와 마찬가지로, Tensorflow, 
Keras  Keras 구동에 필요한 Python 패키지들을 설치한 
후, Python Language를 사용하여 PC 환경에서 미리 학습
된 Parameters를 Load하며, VGG-16 모델을 구동하 다.
(본 논문에서는 JetPack 3.2, Cuda 9.0, cuDNN 7.0, Tensor-
flow 1.5, Keras 2.1을 활용하 다.)

Table 2 NVIDIA Jetson TX2 CPU, GPU, memory
CPU GPU Memory

TX218)
HMP Dual Denver 
2/2 MB L2 + Quad

ARM A57/2 MB L2

NVIDIA Pascal, 
256 CUDA Cores

8GB 128bit 
LPDDR4

Table 3 Test set for NVIDIA Jetson TX2 environments
JetPack Cuda / cuDNN Tensorflow / Keras

3.1 8.0 / 6.0 1.3 / 2.1
3.1 8.0 / 6.0 1.4 / 2.1
3.2 9.0 / 7.0 1.5 / 2.1

3.2 AVM 시스템

Fig. 11은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한 AVM 모듈이다. 
AP(Application Processor)인 Exynos 8890 칩셋을 이용하
여 자동차 장 업체인 Cammsys에 제작한 임베디드 보
드로서 HD 의 각 카메라 4 를 LVDS(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ing) 입력으로 받아,19) 캘리 이션 

Data를 활용하여 Top View 상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
당하 다.

Table 4는 AVM 모듈인 Exynos 보드의 CPU / GPU / 
Memory / SW에 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다. 보드의 특성

Fig. 11 Exynos board

Table 4 Exynos board environments

CPU 2.3G Hz Quad(Custom Core) + 
1.6 GHz Quad(Cortex-A53)

GPU Mail-T880 MP12

Memory LPDDR4

S/W Linux Ubuntu
Yocto Linux 2.3.3(pyro)

Fig. 12 Camera position on vehicle

상 보드 자체에 컴 일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제공한 Tool Chains를 활용, 크로스 컴 일 

하여 Exynos 보드에 AVM 기능을 Porting하여 사용하 다.
실험 차량은 충북 학교 스마트카연구센터에서 보유

하고 있는 IONIQ 차량을 활용하 다. 차량에 4 의 각 

카메라를 부착하 고, 이를 바탕으로 AVM 상을 활용
하 다.

Fig. 12는 IONIQ 차량에 4개의 각 카메라가 설치된 
치를 나타내고 있다. 방 / 후방 / 좌측 / 우측 총 4곳에 

190도의 각 카메라를 설치하 다.
본 차량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선 이탈 경고 시

스템을 테스트 하 으며, 학습과 평가를 하여 DB를 취
득하 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체 

DB  약 6분의 1을 평가만을 한 Test Set(1,058장)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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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환경은 PC에서 GTX-1050와 GTX-1080Ti 두 가지
의 그래픽 카드를 활용하여 실시하 고, 임베디드 보드
로는 NVIDIA Jetson TX2에서 실시하 다.
추가 인 사양으로는 GTX-1050을 사용한 PC는 Inter 

Core i7-7700HQ CPU 기반의 Laptop을 활용하 고, GTX- 
1080Ti를 사용한 PC는 Inter Core i7-7700K CPU 기반의 
Desktop을 사용하 다.

4.1 결과 성능 평가

주차선을 이탈한 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Func-
tion이므로, 주차선을 이탈한 역으로 검출되면 Positive, 
이탈하지 않은 역으로 검출되면 Negative로 설정 후 
Confusion Matrix를 활용하여 Precision, Recall을 계산하
다. Table 5는 Confusion Matrix 결과에 한 Table이다.

    

   (7)

    

   (8)

Fig. 13은 False Positive, Fig. 14는 False Negative의 경우
를 나타낸다. 각각의 란색 상자를 살펴보면, Label 결과
와 딥러닝으로 측된 결과가 상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Label 결과들은 모두 사람이 단하고 
장한 것으로 Fig. 13, 14와 같이 육안으로도 주차선 이
탈여부를 단하기 모호한 경우

20)
라면 성능 결과를 책정

함에 있어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
본 연구 Label 단계에서는 주차선에서 안쪽선과 바깥

선의 간지 에 가상의 선을 부여하고 가상의 선을 넘

은 경우 주차선을 이탈하 다고 Label하 다. 하지만, 결
과 으로 다음과 같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추후에는 간이 아닌 주차선의 외곽선을 기 으로 학습

하여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의 경우를 이고자 
한다.

4.2 속도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는 2가지 종류의 그래픽카드를 활용한 PC 
환경과 TX2 보드를 활용한 임베디드 보드 환경에서의 
결과를 FPS로 비교하 다. Table 6은 서로 다른 HW 환경
에서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각 환경에서 같은 DB(1,058장의 Test Set Data), Language 

(Python), 딥러닝 Framework(Keras, Tensorflow), 딥러닝 
모델(VGG-16), 딥러닝 Parameters(Trained)를 활용하여 
실행한 결과로 CUDA core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병렬 연
산에 용이하여 FPS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Confusion matrix result of parking line departure warning 
system

True positive 2,165
True negative 7,294
False positive 44
False negative 19

Precision 98.01 %
Recall 99.13 %

Fig. 13 False positive example

Fig. 14 False negative example

Table 6 Comparison according to graphic card platform
TX2 GTX-1050 GTX-1080Ti

FPS 5.5~6 20~25 70~80
CUDA cores 256 640 3584

5. 결 론

AVM을 통한 주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운 자가 주

차 상황을 모니터와 육안을 이용하여 이 으로 찰함으

로서 발생하는 험상황과 지연을 로그램으로 완화시

켜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이 비교  

좋은 HW를 포함하고 있는 Desktop, Laptop 환경뿐만 아
니라, 실제 차량에 용시킬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서의 테스트 한 고려하여 설계하여 연구의 실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Jetson TX2 보드 환경에서 재 5.5~6 사이의 FPS를 보

여 주고 있는데, 재 실 제어가 연결된 부분이 아니며, 
주차 상황이라는 특성상 차량의 운행 속도가 10 km/h 이
하로 운행되기 때문에 재 FPS만으로도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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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 주제로는 본 연구에 실제 차량 제어를 용

하여, 카메라를 활용한 자동 주차 시스템을 연구하고, 실 
제어와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동시에 제어
의 안 성을 하여 딥러닝 모델을 최 화하여 FPS를 높
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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