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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방 차선에 대한 차량의 침법 또는 이탈 여부

에 대한 판단 기능만을 요구하는 기존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용 차선인

식 알고리즘과 달리, 자율 주행 차량에서는 자율적

인 이동을 위해 주행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

의 차선을 인식하여 스티어링 제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차선의 변경 여부를 판단 할뿐만 아니라

현재 주행하고 있는 차선의 곡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추출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B-spline이나 Snake와 같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차선의 곡률을 정합함으로써 곡선 도로상에서 차

량의 차선 이탈을 보다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1,2,3]. 그러나 기존 방

법은 좌/우 차선에 대해 차선 검출 결과를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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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합시킴으로써 최종 차선의 곡률을 정밀하

게 추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ANSAC 알고리즘과 역투영 정합

기법 (IPM, Inverse Perspective Mapping)을 적용

하여 이미지를 탑뷰 (Top view)로 변환하고 좌/우

차선의 곡률에 따라 차선 검출 매칭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4]. 이 방법은 곡선 차선을

인식하기 위해 먼저 직선을 인식하고 직선의 끝

부분에 후보점을 생성하여 색상이 있는 경우 후보

점들을 연결하여 곡선 차선을 인식할 수 있지만

잡음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역

투영 정합 기법 기반 탑뷰 (Top view) 영상을 생

성한 후에 2차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차선

을 더욱 강조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곡선 차선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곡선을 보다 강건하게 만들

기 위해 근거리영역 (Near Field)와 원거리영역

(Far Field)으로 나누어 허프 변환 (Hough

Transform)을 수행하여 차선의 후보들을 검출한

다. 후보 차선들의 화소에 대해 최소 자승법을 이

용하여 동일한 곡률을 갖는 곡선 쌍에 차선을 정

합하여 최종적으로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하나의 시스템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차선 인식 뿐만 아니라 주행

경로 설정, 도로 상의 객체 탐지 등을 통합 처리해

야 하므로 차량 탑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차선 인식기를

탑재할 때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차선 인식에 사용하는 영상 데이터 및 각종 파라

미터 데이터에 대해 메모리 접근 회수를 최소화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차선 검출방법을 회

로로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 약 96% 차선 인식률

을 보였으며 Xilinx Zynq XC7Z020에서 LUT

16%, FF 5.9%, BRAM 29%를 점유하는 크기로

구현하였고 100MHz 클럭에서 Full-HD

(1920x1080) 영상을 초당 42장 처리 가능한 성능

을 갖는다.

2. 본론

2.1 제안한 IPM 기반의 차선 인식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선 탐지 방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먼저, 전방 카메라로부

터의 입력 영상에 대해 탑뷰를 생성하기 위해 역

투영 정합이 수행된다. 전방 카메라 영상은 원근

효과에 의해 차선 폭이 달라지는데 탑뷰 영상에서

는 카메라 위치를 원점으로 하여 도로의

Geometry를 거리 단위로 타나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너비의 차선이 서로 평행하게 나타나게 되

어 차선 검출이 용이하게 된다. 한편, 탑뷰 영상에

서는 일정 폭의 차선이 서로 평행하게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Bertozzi와 Broggi[5]가 제안한 역투영

정합 기법을 사용하여 탑뷰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1. 제안한 차선인식 방법의 전체 흐름도

Fig. 1. Overall flow-chart of proposed lane detectio

n method

본 논문에서 고정 카메라 설치 환경 (기울기 및

카메라 높이)과 카메라 사양 (화각)을 측정하기 위

해 카메라 보정을 사용합니다. 해상도 ×인 영

상은 식 1을 통해 좌표 (u, v)가 World 좌표 (X,

Y)로 정합된다. 여기서 (dx, dy, dz)는 카메라의

World coordinate 상의 위치, 는 FOV (field of

view) half angle, 는 전방에 대한 pan angle, 

는 지면에 대한 tilt angle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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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카메라 설치환경 값과

카메라의 사양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

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그림 2는 1920x1080 화소의

입력 영상에 대해 400x1280 크기의 영상으로 역투

영 정합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역투영

정합의 해상도는 차선의 폭이 약 10∼15cm임을 감

안하여, 5cm 해상도로 표현하고, X축으로 -10m∼

10m, Y축으로 0∼64m 까지의 도로 영상을 확보하

여 차선인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전방도로 영상(좌)과 역투영 정합(우)

Fig. 2. Forward road image (left) and IPM image (right)

그림 3. 가우시안 필터링 결과(좌)와 이진화 결과(우)

Fig. 3. Gaussian filtering result (left) and binarization 

result (right)

원 영상에서 주변차량과 같은 물체는 역투영 정

합을 통해 얻은 영상에서 기존 영역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며 물체가 퍼져 보이는 현상(그림 2의 원 표

시)이 나타나므로, 역투영 정합 영상에서 주변 물

체를 제외하고 차선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한 필터

링 기법이 요구된다. 차선은 도로보다 밝고, 도로

상의 물체는 어둡게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하여 도

로 영역의 평균치 ()를 기준으로 Threshold 값

을 계산하고, 역투영 정합 영상에 대해 Threshold

를 적용하여 물체 및 도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제

거한다. 도로 영역의 평균치는 그림 2의 오른쪽 아

래의 도로 패치 (P) 영역에 대한 평균치로 계산하

고 이를 이용하여 Threshold를 결정한다. (본 논문

에서는 ≈임) Threshold 값을 역투영 정합 영

상 I에 대하여 식 2와 같이 적용한다.

역투영 정합 영상에서 차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x 방향으로는 High pass 필터를 적용하고, y방향

으로는 Low pass 필터를 적용해야 차선 성분이

강하게 추출된다. 따라서 식 3과 같이 x 방향으로

는 High pass 필터에 해당하는 Gaussian 필터를

적용한 이후, y 축으로 Low Pass 필터에 해당하

는 Gaussian 필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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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값은 역투영 정합 영상의 해상도

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역투영 정합 영상의

해상도가 5cm이면 의 값은 차선폭의 0.5 정도

로 설정한다. 도로상의 차선의 폭이 10∼15cm에

해당하므로 1∼1.5의 값으로 설정한다.

역투영 정합을 통해 계산된 데이터는 허프 변환

을 위해 가우시안 필터링과 이진화를 통해 그림 3

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진화 방법은



IPM기반 곡선 차선 검출기 하드웨어 구조 설계 및 구현   307

Adaptive Threshold 방식으로 11x11 영역에 대해

평균 값을 구하고 중심값이 평균 값을 기준으로

특정 상수값 보다 크면, 차선 (True)로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False)라고 표현한다.

주행 차선의 관심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이진화

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허프 변환을 통해 실제 주

행 차선이 존재하는 관심 영역 (ROI, Region of

Interest)을 검출 한다. 허프 변환은 영상에서 직선

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본 논문에

서는 차선을 곡선으로 정합하기 전에 대략적인 직

선 형태의 차선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좌우 마진

을 두어 관심영역을 설정한다. 허프 변환은 전체

이진화 영상에 대해 허프 변환을 수행할 경우 곡률

이 심한 차선에 대해 관심영역을 잘못 잡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거리영역과 원거리영역으로 나

누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근거리 영역과 원거

리 영역에서 허프 변환 후 Peak 값을 갖는 

의 리스트를 찾고 이들 중 식 4의 관계를 만족하는

차선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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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 4와 같이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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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허프변환에 의한 주행 차선 관심영역

Fig. 4. Driving lane ROI based on Hough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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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쌍 정합은 최소자승법 또는 RANSAC을 이

요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임

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더욱 용이한 최소자승법

을 기반으로 차선의 곡선을 정합하였다. 검출된 차

선 후보 중에서  와  를 이용하

여 두 개의 2차원 차선쌍 모델을 식 (5)와 같이 세

운 후, 차선의 곡선쌍 방정식인 식 (6)의 미지수 A

행렬을 구한다.  
은 Y의 Pseudo Inverse

Matrix을 나타낸다.

2.2 제안한 IPM 기반 차선 검출기 구조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투영 정합 기반

차선 검출기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제

안된 차선 검출기 이후의 최종 차선 결정 관련 로

직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프로세서에서 처리 가능

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동작한다. 이러한

HW/SW 동작 분할은 제안한 차선 검출기 알고리

즘에서 동일한 연산을 일정하게 반복하고 외부 메

모리에서 데이터 접근을 일정하게 하는 모듈인

IPM, Gaussian Filter, Adaptive TH, Labelling

Filter, Hough Transform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하드웨어에서 검출된 차선 후보들 중에 최종 차선

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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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일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소프트웨어

구현하였다.

그림 5. 제안한 역투영 정합 기반 차선 검출기 구조

Fig. 5. Architecture of proposed IPM-based Lane Detector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데이터

대역폭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듈은 그림 5의

역투영 정합 기반 차선 검출기 구조 중에서 IPM

모듈이다. IPM 모듈의 세부 블록도는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IPM 모듈은 입력된 도로 영상을 역투영

정합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1920x1080의 도로

영상 데이터, 역투영 정합을 위한 Weight 파라미

터, 좌표 값을 입력 받아야 하는데 영상의 각 라인

마다 데이터를 매번 입력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

력 받아야 하는 데이터 양이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도로 영

상 역투영 정합 연산을 처리하는 동안 도로 영상

데이터, 역투영 정합 위한 Weight 파라미터, 좌표

값 읽기를 동시에 처리하고 한번 읽은 데이터는

반복해서 읽지 않도록 역투영 정합 모듈에 영상

데이터, Weight 파라미터, 좌표 값에 대해 4개의

버퍼 공간을 확보하고 회로에서 읽기/쓰기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 동안 미리 데이터를 읽어 메

모리에 버퍼링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의 데이터 버

스 대역폭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IPM 모듈의 세부 구조

Fig. 6. Architecture of IPM Module

그림 7. 도로 영상 (a, c)과 차선검출 결과 (b, d)

Fig. 7. Road image (a, c) and Lane detection result 

(b, d)

그림 8. 차선 오인식 결과 (좌:도로영상, 우:역투영영상)

Fig. 8. Lane unrecognition result (Left: Road image, 

Right: IPM image)

제안된 구조를 통해 구현된 회로의 처리시간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되어 마지막

결과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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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입력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마지막 줄 처

리 시간을 더하면 되므로 계산하면 최대

2,360,617cycle (2,360,204 + 413) 이다. 이 회로를

100MHz 클럭을 이용하여 동작시키면 2,360,617 x

10ns = 23,606,170ns 이므로 최대 1초당 42장의 차

선 검출이 가능하다.

3. 실험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차선 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고속화도로에서 주간에 80km/h로 등속

주행을 하는 1500장의 도로 영상을 기반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역투영 정합 영상의 크기는

400x1280 화소이며 한 화소 당 5cm의 도로 상의

거리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은 잡음에 취약한 부

분에 대해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잡음에 강인

하도록 하였으며, 1500장의 도로 영상에 대해 논문

[6]에서와 같이 Ground Truth 영상을 생성하고 성

능 평가를 수행하여 그림 7과 같이 약 96%의 인

식률을 나타내고 차선의 최소 오차는 0cm, 최대

오차는 30cm 이내, 평균 오차는 10.1cm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때 차선의 에러 범위는 차선의 폭이

10∼15cm 이기 때문에 차선 폭의 중심을 기준으

로 좌우 15cm로 정의하였다. 그림 7에서 (a, c)는

입력된 도로 영상이고 (b, d)는 차선 검출 결과를

도로 영상에 표시한 영상이다. 도로 영상에서 차선

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하나의 예로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오차는 평균 40cm 이다. 제안된

IPM 기반 차선인식 하드웨어 구조는

Verilog-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로 구현하였으며 회로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Xilinx XC7Z020이 탑재된 보드에서 동작을 확인하

였다. FPGA에서 회로를 합성한 결과는 LUT

16%, FF 5.9%, BRAM 29%의 자원을 사용하고

100MHz 클럭에서 Full-HD (1920x1080) 영상을

초당 42장 처리 가능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도로 곡률 추정을 위한 역투영 정

합기반 곡선 차선 검출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FPGA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하

드웨어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회로 구조와 그 구

현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도로 영상이 역투영

정합 기반의 영상 데이터로 변환을 통해 원근감에

의해 근거리의 객체가 크게, 원거리의 객체가 작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차선 검출

이 가능하다록 하였다. 역투영 정합 영상 생성후에

차선 성분만을 강조하기 위해 차선 인식에 적합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였고 Far/Near Field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허프 변환을 수행하여 차선이

존재하는 관심영역을 추출하고 차선을 검출하였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FPGA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내

의 데이터 대역폭 사용을 최소화하는 회로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RTL 기반의 회로로 구현하였

다. 제안한 구조의 회로는 Xilinx Zynq XC7Z020

FPGA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에 구현하였으며,

LUT 16%, FF 5.9%, BRAM 29% 크기의 회로로

합성되었고 100MHz 클럭에서 Full-HD

(1920x1080) 영상을 초당 42장 처리 가능하며 오

차범위 ±15cm 이내에서 96%의 차선 인식률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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