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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ntional lane detection algorithms have problems in that the detection rate is lowered in road environments having

a large change in curvature and illumination. The probabilistic Hough transform method has low lane detection rate since

it exploits edges and restrictive angles.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using a sliding window can detect a curved lane

as the lane is detected by dividing the image into windows. However, the detection rate of this method is affected by

road slopes because it uses affine transformation. In order to detect lanes robustly and avoid obstacles, we propose

driving assist system using semantic segmentation based on deep learning. The architecture for segmentation is SegNet

based on VGG-16. The semantic image segmentation feature can be used to calculate safety space and predict collisions

so that we control a vehicle using adaptive-MPC to avoid objects and keep lanes. Simulation results with CARLA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detects lanes robustly and avoids unknown obstacles in front of vehicle.

요 약

기존의 차선 검출 방법들은 곡률과 날씨 변화가 큰 도로 환경에서 검출률이 낮다. 확률적 허프 변환을 이용한 방법은 에지

와 직선의 각도를 이용해서 차선을 검출함으로 곡선과 악천후일 때 검출률이 낮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윈도우로 이미지

를 분할해서 검출하기 때문에 곡선 형태의 차선도 검출하지만 어파인 변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경사율에 영향을 받는

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차선을 강인하게 검출하고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주행 보조 시

스템을 제안한다. VGG-16기반의 SegNet으로 입력 영상을 의미론적으로 분할해서 차선을 검출한다. 검출한 차선과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고 안전범위를 산출해서 차량이 차선의 중앙을 주행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전방의 미확인 물체와 충돌이 예상

되면 운전자에게 경보를 주고 Adaptive-MPC로 차량을 제어해서 충돌을 회피하는 알고리즘도 제안한다. CARLA로 시뮬레

이션한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곡률이 큰 차선과 다양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차선을 검출하고 전방의 안전범위를 계산하

여 충돌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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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

인 가운데 졸음운전이 1위이다. 졸음운전과 주시태

만으로 사망하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 Lane Keeping Assist

System),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SCC：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 시스템들은

차선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카메라로 좌ㆍ

우의 차선을 인식해서 차량이 차선의 중앙을 주행

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차선을 이탈할 시에는 운전

자에게 경고를 주고 조향 제어를 통해서 차량을 안

전범위 내에 위치시킨다. 그러므로 차선 인식 알고

리즘은 자율주행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

기존에 차선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허프(Hough) 변환을 이용

하는 것으로 차선의 특징인 직선을 검출하는 방법

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검출 방법을 사용하기 전

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

정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입력되는 이미지는 왜

곡과 노이즈(Nois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 보

정과 가우시안(Gaussian)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한

다. 이후 연산 수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관심영

역(ROI :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한다. 관심영역

을 설정한 후에는 에지(Edge)와 색 공간을 이용한

검출 결과를 서로 교집합 하여 차선의 인식률을 높

인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 후에 허프 변환을 사용

해서 직교 좌표계의 표현을 극 좌표계 형식으로 나

타내준다. 극 좌표계는 원점에서 떨어진 수직 거리

와 이 수직선이 축과 이루는 각도 로 직선을

표현할 수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함으로서 정

밀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상 내

모든 화소를 가지고 변환을 수행하기에 연산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연산하는 확률적 허프 변환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허프 변환 후 직선의 각도 

를 이용해서 차선을 검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선은 수평이 아닌 수직방향으로 있으므로 각도

를 제한하여 검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허용한 각도 범위 외의 차선을 검출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인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는 허용 각도 범위로 발생되는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이다. 앞서 설명한

허프 변환 방법과 다른 점은 어파인(Affine) 변환

을 통해서 입력 이미지를 Bird’s-eye view 형태로

변환한 후 슬라이딩 윈도우로 차선을 검출한다는

것이다. 전체 이미지에서 설정한 관심영역 내의 영

상을 히스토그램(Histogram)으로 변환한 후 지정

한 윈도우의 개수만큼 영역을 분할해서 차선을 검

출한다. 허프 변환과 달리 영상을 분할하여 윈도우

로 검출하기 때문에 곡선 형태의 차선도 강인하게

검출해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파인 변환을 사

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경사에 따라서 영상이 뭉개

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리고 설정되는 윈도우의

개수에 따라서 검출률이 달라지고 초당 프레임 수

(FPS : Frame Per Second)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

점이 있다. 이 외에도 주간, 야간, 노을 등 조도가

변하는 상황과 차선의 마모와 악천후 등 다양한 주

변 환경에서 인식률이 낮아지는 문제점들이 발생

한다[1, 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VGG-16기반의 SegNet을 이용한 의미론적 영상

분할 방법으로 차선을 검출할 것을 제안한다. 차선

을 검출 후에는 차량과 차선 간의 이격거리를 계산

해서 중앙을 주행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미확인 물

체와의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보를 주고

Adaptive-MPC로 충돌을 회피한다.

Fig. 1. Driving assist algorithm using semantic segmentation.

그림 1. 의미론적 분할을 이용한 주행 보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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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member max-pooling index position in encoder.

그림 4. 인코더 내의 최대 풀링 인덱스 위치 기억

Ⅱ. 차선 검출 및 안전성 판별

카메라로부터 입력받는 영상은 광각 렌즈의 특성

에 의해서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

러므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으로 카메

라 내ㆍ외부의 파라미터를 구해서 왜곡을 보정한다.

왜곡을 보정한 후에는 HDR(High Dynamic Range)

을 수행한다. HDR은 한 장의 이미지에서 밝고 어

두움의 차이가 큰 환경이 동시에 있을 때 이를 보

정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를 이용하면 역광의 환

경에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색 보정

후에는 ROI를 설정한다. 영상의 모든 영역에 대해

서 차선 검출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불필요한 영역

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ROI 설정으로 영상 처리 속

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차선과 안전 범위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영상의 하단부분을 관

심 영역으로 지정한다. 입력되는 영상은 카메라의

내ㆍ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다. 딥러닝으로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할 때에

노이즈 신호가 증폭되어서 인식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ROI를 지정한 후에

입력되는 이미지에 가우시안 스무딩(Smoothing)

필터를 수행한다. 노이즈를 제거한 후에는 차선을

검출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이용한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수행한다. 의미론적 영상 분할은 이미지 내

의 객체를 픽셀 단위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영

상 분할로 객체의 검출과 분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검출한 객

체가 경계 상자 안에 있는 것과는 달리 비정형 모

양도 검출할 수 있다.

Fig. 2. Semantic segmentation algorithm comparison.

그림 2. 의미론적 영상 분할과 객체 감지 알고리즘 비교

기존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신

경망들은 분류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미지 내의

공간 정보를 손실하게 된다. 일반적인 CNN은 입력

되는 객체 이미지에 설정한 크기의 커널(Kernel)로

스트라이드(Stride)하면서 컨벌루션 연산을 수행한

다. 이를 통해서 특징 맵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러

한 특징 맵은 입력한 이미지보다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정보의 소실을 불러온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패딩(Padding)으로 보완하지만 활성화 맵

에서 풀링(Pooling)을 수행하면서 이미지가 계속해

서 작아지게 되는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이

수행된다. 그리고 객체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3차원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플랫튼

(Flatten) 또한 수행한다. 이후 완전연결(FC：Fully-

connected) 층을 통해서 1차원 배열 전체를 심층

신경망으로 연결한다.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Softmax)

를 통해서 객체 이미지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이미지 내의 공간 정보가

없어지게 된다.

Fig. 3. Encoder-decoder structure.

그림 3. 인코더-디코더 구조

차선과 차량의 안전범위는 비정형 모양으로도 검

출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내의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픽셀 단위로 검출할 것을 제안한

다. 이미지 내의 공간 정보를 유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 3과 같이 기존의 CNN 구조를 인코더-디코더

(Encoder - decoder) 구조로 변경한다. 인코더에서는

풀링을사용하고디코더에서는업샘플링(Up Sampling)

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모델들로는 SegNet,

UNet, PSPNet,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

등이 있다[3].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SegNet 모델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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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활성화 함수로는 ReLU를 사용했다. SegNet

은 Skip Connections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림 4와 같이 인덱스(index) 위치를 기억한다.

인코더에서 다운 샘플링을 수행할 때 최대 풀링

(Max-Pooling)의 인덱스를 기억했다가 디코더에

서 업 샘플링을 수행할 때에 최대 언풀링(Max-

Unpooling)을 해당 인덱스로 배치시킨다. 이 방법

은 특징 맵을 모두 저장해두고 업 샘플링을 하는

방식에 비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4, 5].

Fig. 5. Lane departure and safety determination.

그림 5. 차선 이탈 및 안전성 판별

SegNet을 이용한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통해서

좌ㆍ우 양단의 차선이 검출되면 안전 범위까지 공

간에 표시된다. 그러므로 그림 5와 같이 이미지 내

에 표시되는 공간의 가로ㆍ세로 길이와 차량의 중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면 차선 이탈과 안전

성을 판별할 수 있다. 카메라가 항상 차량의 중앙

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미지의 중점과 검출된 양단

차선의 중점을 서로 비교한다면 차량이 차선의 중

앙으로부터 얼마나 이격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격 정도는

   

  (1)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이격 정도이고

는 차량 중앙 좌표의 값이다. 과 은 검출된

좌ㆍ우 차선의 좌표 값이다.

안전 범위는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통해서 이미

지에 표시되는 공간 정보로 구할 수 있다. 차량 중

앙으로부터 세로의 길이가 일정 범위 이내로 짧아

지면 운전자에게 충돌 경보를 알린다.

Ⅲ. 주행 보조 알고리즘

차량과 차선의 이격 정도를 계산한 후에 안전성

판별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

량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적응형 모델 예측 제어기

(Adaptive Model Predictive Control)를 사용한다.

Adaptive-MPC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어기의 상태

벡터를 모델링하면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차량의 축

위치이고 는 차량의 축 위치를 의미한다. 는 속

도, 는 요(yaw) 각도이다. 입력 벡터는

    (3)

와 같다. 는 가속도이고 는 핸들조향 각도이다.

MPC 제어기는 경로 추적을 위해서 비용 함수를

min   



  

 (4)

subject to     

   max

  max,   

min    max

min    max (5)

와 같이 최소화 한다. 여기서 는 목표 경로와 속

도를 의미한다. 목표 경로는 차선의 중앙이다. 제약

조건의 대상은 조향 속도와 각도 그리고 차량의 속

도와 입력값이다. 제어 대상인 차량은 비선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형화 과정을 통해

서 상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변환한다. 그리고 이산

시간에서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샘플링 시간 

와 Forward Euler Discretization을 사용한다. 최종

적으로 차량의 동역학 모델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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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g) (i)

(b) (e) (h) (k)

(c) (f) (j) (l)

Fig. 6. Experimental results of lane detection and driving assistance using semantic segmentation based on deep learning.

그림 6.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이용한 차선 검출 및 주행 보조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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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Table 1. Lane detection algorithms comparison.

표 1. 차선 인식 알고리즘들 비교

Parameters
Hough
Method

Sliding
Window

Proposed
Method

FPS 57 38 45

Accuracy 62.55 76.59 84.46

Safety Area × × ○

Ⅳ.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구현한 시스템 사양은 CUP

i7-8700K, GPU 1080TI, RAM 32GB이고 Ubuntu

18.04에서 실행된다.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위해서

라벨링(Labeling)된 12,764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

이 학습(Transfer Learning)을 수행한다. 인코더 모

델은 VGG-16을 사용한다. 미니 배치(Mini batch)

방식으로 128개씩 적용하고 에포크(epoch)는 500으로

한다. 과대적합(Overfitting)을 피하기 위해서 20%

확률의 드롭아웃(Dropout)을 적용한다. 학습률은 0.001

이며 최적화(Optimizer) 함수로는 Adam을 사용해

서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가중치와 편향값을 구한

다.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Cross Entropy)

를 사용한다. 실차량을 제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CARLA 프로그램의 0.9.7버전을 사용하여

구현한다[7]. 입력되는 이미지는 640×480의 크기로

60 FPS에 VGA급 영상이다. ROI로 상단 30%를

제외시킨다. 그림 6의 (a)는 학습 데이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라벨링된 Ground Truth는 초록색

으로 표현한다. 라벨링된 이미지와 추정한 이미지

의 픽셀(Pixel)을 서로 비교해서 정확도를 측정한

다. (b)는 입력되는 원본 이미지이다. (c)는 이미지

의 왜곡을 보정하고 HDR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이다. (d)와 (g)는 확률적 허프 변환을 이용한 차선

검출 결과로 직선 형태의 에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출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와 (h)는

25개의 Sliding Window를 적용한 결과로 허프 변

환보다는 곡선에 강인하지만 여전히 악천후 등 다

양한 도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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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와 (i)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통해서 차량 전방의

차선을 잘 검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j)는 전방

에 물체가 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방

물체와의 안전 범위를 계산해서 충돌 경고를 해준

다. 안전 범위는 20m로 설정했다. (k)는 설정한 안

전 범위 안으로 물체가 다가올 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Adaptive-MPC로 차량을 제어한 결과를 나

타낸다. (l)은 혹독한 도로 환경과 미학습된 물체의

반사로 인해서 오검출된 결과를 나타낸다. 표1과

같이 기존 방법들과 비교한 결과,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차선 인

식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안전 범위를

인식할 수가 있다.

Ⅵ. 결론

기존의 차선 검출 알고리즘은 곡률 변화가 큰 차

선이나 조도가 변하는 상황, 차선의 마모, 악천후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차선 검출률이 낮아지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HDR 전처리와 VGG-16기반에

SegNet을 이용한 차선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의미론적 영상 분할의 특징을 이용해서

안전 범위를 계산하고 충돌 경보를 예측한다. 충돌

이 예상되면 Adaptive-MPC로 차량을 제어해서 충

돌을 회피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알고리즘보

다 곡률이 큰 차선과 다양한 외부 환경에 강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동시에 차량 전방의 안전 공간

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6의 (l)처럼 학습

하지 못한 환경과 물체에 대해서는 오동작하는 것

을 볼 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의 차

선 이미지들과 물체들을 학습시키고 인코더 모델

들을 비교해서 정확도와 알고리즘 연산시간 또한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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