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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ystem of road extraction for traffic images from a single camera. The road in the images is subject 

to large changes in appearance because of environmental effects. The proposed system is based on the integration of color 

correlograms and random forest. The color correlogram depicts the color properties of an image properly. Using the random forest, 

road extraction is formulated as a learning paradigm. The combined effects of color correlograms and random forest create a robust 

system capable of extracting the road in very changeabl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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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은 교통영상으로부터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

를 추출하기 위한 단안비전시스템을 제안한다. 포장로이건 

비포장로이건 도로영상의 외양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는 노

면의 색과 재질의 다양성으로 인해 도로를 단안영상으로부

터 강인하게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포장로의 재질

인 아스팔트나 시멘트는 동일한 광원하에서도 다른 칼라 특

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포장로는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백

선표식으로 구획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표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비포장로 역시 노면의 재질이나 색이 다양하다. 더구나 

도로는 포장로/비포장로 상관없이 날씨, 조명, 그림자, 주변물

체, 바퀴자국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컴퓨터비전에 의한 도로추출은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3]. 스테레오비전은 대개 정합(matching)

과정에서 얻은 시차(disparity)나 거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

량이 주행할 수 있는 길(path)을 추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

스템은 3차원 데이터 산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

이 들고, 시간소요가 크며, 특히 질감(texture)이 없는 영역에

서 오류를 낳는 시차계산에 의존하는 점이 단점이다. 도로는 

질감이 적은 영역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시차를 기반으로 하

는 스테레오 비전은 자주 오류를 낳는다.  

단안비전에 의한 도로추출 연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도로영상에 관한 대부분의 단안비전연구에는 차선 정보추출 

시스템[4,5]이나 차량검출 시스템[6]이 많지만, 이런 시스템들

은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추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차선관련 시스템들은 차선표식과 같은 특별한 특징의 

존재에 의존한다. 그러나 도로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러한 표식이 퇴화되고, 정체구간에서는 표식이 가려져 보이

지 않기도 하므로 차선정보조차 검출이 어려워진다. 더욱이 

이런 시스템들은 차로가 구획화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적용할 수도 없다. 차선검출과 차량검출이 동시에 수행된다

고 가정을 해도 도로검출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도로

상의 장애물이 차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조차도 형태나 

자세, 크기가 다양하므로 단안비전에 의해 차량검출도 완벽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  

DARPA 그랜드 챌런지의 운전자 없는 자율차량경쟁에서 

사막의 흙 길을 식별하는 비전시스템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들 대부분은 차량들이 남긴 바퀴자국과 같은 패턴을 활용하

였다[9-12]. 이러한 인위적인 패턴들이 길 위에 존재하지 않

으면 이 시스템들은 길 식별에 실패했다. 더구나 이 시스템

들은 포장로에는 적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비전보다 상대적

으로 비용이 적은 단안비전을 채용하여 차량이 주행할 수 있

는 도로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첫 

단초는 칼라 코렐로그램(color correlogram)이다. 그 이유는 칼

라 코렐로그램은 색의 분포뿐만 아니라 색의 국부적인 공간 

정보까지 포함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13,14]. 

칼라 히스토그램도 널리 사용되지만, 색의 공간관계는 표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도로를 추출하는 데에 칼라 코렐로그램

의 적용은 도로와 비도로 사이에 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

정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단초는 학습패러다임이다. 실행속도와 

신뢰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 도로 추출문제를 칼라 코렐로그

램으로 표현된 영상을 통해 학습 형식으로 모형화한다. 이 

접근법은 도로 추출에 필요한 많은 계산부하를 학습단계로 

넘긴다. 따라서 실행시(runtime) 도로추출 속도와 신뢰도 향상

을 꾀할 수 있다. 논문에서 학습전략은 많은 이진 트리(tree)

로 이루어진 앙상블(ensemble) 분류기로 알려진 랜덤포레스트

(random forest, RF) [15,16]를 토대로 확립된다. RF는 다클래스

(multi-class) 분류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학습이 빠르고 쉬우며, 

분류율이 높다. A. Bosch 등[17]은 영상분류문제에 있어서 RF

는 SVM이나 뉴럴네트웍에 비해 학습이나 실행시간이 매우 

짧고 정확도는 거의 같다고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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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된 시스템은 칼라 코렐로그램과 통합된 RF기반의 학

습방법에 의해 단안비전에 의한 도로추출을 실현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은 제안된 시스템의 개요

를 논하고, III 장은 칼라 코렐로그램에 의한 영상의 표현을 

소개한다. IV 장은 도로추출방법을 설명하며 V 장에서 실험

결과 그리고 VI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제안된 시스템의 개요 

제안된 시스템은 일반적인 학습패러다임처럼 학습과 실행

이라는 두 절차로 된 체계로 모형화된다. 학습절차는 그림 1

에 보인 것처럼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많은 도로, 비도로 

영상으로 학습집합 준비, 2) 집합내의 각 영상의 칼라 코렐로

그램 형성, 3) 구축된 칼라 코렐로그램을 입력으로 하여 RF

기반의 도로, 비도로 분류기 구축이 그것이다. 도로 추출 실

행단계에서는 영상이 입력되면 이 영상을 동일한 크기의 작

은 패치들로 나누고, 각 패치를 칼라 코렐로그램으로 표현하

여 학습단계에서 구축한 분류기에 넣어 이 패치가 도로 패치

인지 비도로 패치인지 분류한다.  

 

III. 영상 표현 

n-차원의 벡터인 칼라 코렐로그램은 칼라영상의 특징을 묘

사는 기법이다. 이러한 칼라 코렐로그램을 도로추출에 사용

하려면 다음 두 절차가 필요하다. 1)칼라공간 C의 양자화로 

C를 m개의 레벨 c1, c2,…,c
m
로 분할한다. 2)분할된 칼라레벨을 

빈(bin)으로 하여 칼라 코렐로그램을 구축한다. 

1. 칼라공간 선택과 양자화 

많은 칼라공간들이 칼라영상 묘사에 사용되어 왔다. RGB 

칼라공간도 그 중에 하나인데, RGB 공간은 사람이 색을 감

지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 되지도 않고 색이 밝기와 연

결되어 있어서 조명변화에 민감하다[14]. 논문에서는 조명의 

영향을 줄이며 색감(color tone)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HSV 

(hue, saturation, value) 공간을 택하여 이 가운데 색조 H와 채

도 S를 사용한다.  

칼라 양자화는 그림 2에 보인 것처럼 H와 S를 각각 8영역

으로 나누어 총 64개의 칼라 요소를 형성한다. H와 S의 범위

는 각각 0°~360°와 [0, 1]이다. 이에 따라 영상 I의 칼라는 64

레벨 c1, c2,…,c64로 양자화된다. 

 

그림 2. H와 S의 64레벨 양자화. 

Fig.  2. Quantization of hue and saturation into 64 colors. 

 

2. 칼라 코렐로그램 구축 

영상 I의 칼라 코렐로그램은 Huang [13]의 정의를 토대로 

구축한다. ( , )p x y I= ∈ 인 픽셀의 칼라 ( )C p 가 c인 집합을 

{ | ( ) }
c
I p C p c= = 로 놓는다. I 의 임의의 두 픽셀 

1 1
( ,p x=  

1
)y 과 

2 2 2
( , )p x y= 의 거리를 

1 2 1 2
| | max{| |,p p x x− = −  

1 2
| |}y y− 로 정의한다. 그리고 1~n까지의 정수의 집합을 

[ ] {1,2,..., }n n= 라 하자. 이 때 한 쌍의 칼라 
i
c 와 ,

j
c  

, [ ]i j m∈ 에 대한 칼라 코렐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확률로 정

의된다. 

 
, 2 1 2 1

[  | | ,  ]
i j j i

k

c c c c
P p I p p k p Iγ = ∈ − = ∈  (1) 

여기에서 k는 거리이다. 칼라 코렐로그램의 확률 정의는 크

기 불변(size invariant)성을 가지므로 크기가 변하는 영상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영상 I의 칼라 코렐로그램은 특정 k에 대

한 I내의 칼라 쌍들에 의해 색인이 된 m×m행렬이 된다. 

본 논문에서 칼라를 64레벨로 정하였으므로 식 (1)의 m은 

64이다. 따라서 칼라 코렐로그램은 64×64행렬이 되며 4096개

의 요소를 가진 1차원의 특징벡터로 취급된다. 
,i j

k

c c
γ 는 어떤 

영상내에서 칼라가 
i
c 인 픽셀이 주어졌을 때 그 픽셀로부터 

k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어떤 픽셀의 칼라가 
j

c 인 확률이 

된다. 파라메터 k는 코렐로그램이 사용되는 응용예에 따라 

적절히 선택된다.  

칼라 코렐로그램은 영상의 칼라 특성을 상세히 묘사하므

로 칼라 코렐로그램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 장에서 소개될 도

로, 비도로 분류기 구축과정에서 활용된다.  

 

IV. 도로 추출 

제안할 도로추출 시스템은 준비된 학습영상들로부터 구축

된 칼라 코렐로그램들과 실행시 획득한 입력영상들로부터 

구축된 칼라 코렐로그램들을 짝짓는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RF를 사용한 학습기반의 분류문제로 공식화한다.  

1. 학습 데이터 

학습기반의 분류에서 학습 집합은 분류될 클래스들의 대

표적인 샘플들을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도로와 비도로의 

학습 집합은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다양한 칼라 영상으로

부터 샘플 영상을 취하여 구성한다. 취하는 샘플영상의 크기

는 모두 같고, 샘플이 도로 또는 비도로인지는 학습전에 미

리 정해준다. 그림 3에서 사각형들은 샘플을 취할 영역으로 

흰 사각형은 도로의 샘플이고, 검은 사각형은 비도로의 샘플

 

그림 1.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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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학습집합내의 각 샘플 영상을 묘사할 칼라 코렐로그램

을 식 (1)에 의해 구축하여 1차원 벡터로 저장한다.  

2. RF 

RF는 일련의 이진 트리(binary tree)들로 구성된 분류기이다. 

RF내의 각각의 트리는 학습하는 동안에 동일한 입력을 받아 

확률분포를 가진 동일한 형태의 추정값을 출력한다. RF의 최

종 의사결정은 RF내의 트리들의 추정치에 의존한다. 따라서 

트리들의 수와 트리 형성 방법은 RF 분류기의 정확성을 좌

우한다.  

그림 4에 보인 트리 Tt 의 각 노드(node)는 뿌리(root) 노드

에서 잎(leaf) 노드에 다다를 때까지 좌우로 분기되고 분기된 

노드에 연결된다. 즉, 트리의 내부 노드는 그림 5에 보인 것

처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분류되어야 할 데이터 공간 S를 

부공간 S1과 S2로 분할한다. 하위 노드에서 S1이나 S2는 S가 

되고 이 S가 다시 S1과 S2로 분할된다. 논문에서 특징 공간은 

학습집합내의 샘플영상들의 칼라 코렐로그램들로 구성되는

데, 이 특징공간이 데이터 공간 S이다. 잎 노드들에는 분류할 

클래스들의 학습데이터로 계산된 사후확률분포가 붙는다. 내

부 노드에서의 테스트와 잎 노드의 사후확률분포는 분류기

를 구축하는 학습단계의 트리성장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리

고 이들은 나중에 분류기 실행시(runtime)에 새로운 입력벡터

를 분류할 때 사용된다.  

RF내의 많은 트리들은 각각의 트리가 데이터 공간 S에 대

해 다른 분할(partition)을 낳도록 성장한다. RF내에 M개의 트

리 T1,…,TM이 있다고 하자. 이들 M개의 트리들의 반응값들

은 단일 트리에서 얻은 것보다 더 좋은 분류율이 얻어지도록 

결합된다. 즉, 분류기 실행시에 새로운 특징벡터가 모든 트리

들에 입력되어 각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테스트에 의해 하위

의 좌 또는 우 노드로 보내진다. 최종적으로 이 특징 벡터가 

도착된 잎 노드들에 붙어 있는 확률분포들의 합을 구하고, 

이 합의 최빈값(mode)에 해당된 클래스가 이 특징 벡터가 속

할 클래스가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클래스들의 집합 { },  1, ,
i
z i K= =Z � 일 때, 데이터 공간 S에 

속한 어떤 특징벡터 v의 실제 클래스를 Y(v)라고 하자. 잎 노

드들은 ( , ) ( ( ) )
l t
P Y z=

v
v 인 사후확률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

에서 ( , )l t v 는 특징 벡터 v가 도달한 트리 Tt의 잎 노드이며, 

사후확률 P는 학습집합에 속해 있는 특징벡터들 가운데 잎 

노드 l에 떨어진 모든 특징 벡터들의 수량에서 클래스가 z인 

특징벡터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진 것이다. 특징벡터 v의 

클래스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 )

1

ˆ( ) argmax ( ( ) )
M

l t i
i

t

Y P Y z

=

= =∑ v
v v  (2) 

여기에서 M은 트리들의 수량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

는 클래스의 수는 도로와 비도로 이렇게 둘이므로 집합 Z의 

K는 2이다. 

그림 6은 이와 같은 분류과정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 예

에서 우리는 식 (2)에 의해 최대 확률을 갖는 클래스 z2를 벡

터 v의 클래스로 선정한다.  

3. 트리의 성장 

RF의 트리들의 수를 M, 각 내부 노드들에서 테스트 선정

을 위한 질문 회수를 r, 그리고 트리의 깊이를 d라 놓자. 하

나의 트리는 엔트로피 주도의 재귀적인 분할에 의해 성장한

다. 트리 성장과정의 가장 큰 부분은 내부 노드들의 테스트

선정이 차지한다. 주어진 학습집합의 최적의 분리를 목적으

로 테스트 조건들이 랜덤하게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분리

 

 

 

 

 

그림 3. 학습집합 준비. 

Fig.  3. Preparation of training set. 

 

그림 4. 트리의 구조와 트리에 저장된 정보. 

Fig.  4. Structure of a tree and its stored information. 

그림 5. 트리의 내부 노드내에서 테스트에 의한 데이터 집합

S의 분할. 

Fig.  5. Partition of the data set S by a test within an internal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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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은 정보내의 기대이득(expected gain)으로 평가된다. 어떤 

노드에서 주어진 테스트에 따라 집합 S를 여러 부분집합들 

Si로 분할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i

i

i

S
E E S

S
∆ = −∑  (3) 

여기에서 |.|는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고 E(Si)는 샤논의 엔트로

피(Shannon entropy) 
21

log ( )
K

j jj
p p

=

−∑ 이다. 이 때 j는 클래스

의 번호이고 K는 클래스의 수량이며 pj는 Si안에서 클래스 j 

에 속한 샘플들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각 부분집합은 다른 

클래스에 속한 샘플들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Si의 모든 샘플

들이 동일 클래스에 속하면 E(Si)는 0가 되어 E∆ 는 최대가 

되지만, 반면에 모든 클래스가 동일 비율로 되어 있다면 엔

트로피는 가장 크며 E∆ 는 최소가 된다. 따라서 테스트 선

정을 위한 질문들의 집합 
1

{ ,..., }
r

Q q q= 에서 E∆ 를 최대로 

하는 질문을 선정하여 저장한다. 테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잎 노드가 아닌 각 노드에서 그 노드에 떨어진 학습 샘플들

만 가지고 수행된다. 뿌리 노드에서 시작된 트리 성장의 재

귀적 과정이 현 노드가 너무 작은 샘플을 받거나 주어진 깊

이 d에 도달하면 멈춘다. 여기에서 트리 성장을 멈추게 하는 

샘플 수는 10으로 정했다.  

본 논문에서 노드들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들은 노드에 도

달된 특징벡터의 요소들 가운데 임의로 두 개의 요소 
i
v 와 

j
v 를 취해 다음과 같이 그 둘의 차이를 비교하는 간단한 것

들이다.  

 
if     go to the left child node

( , )
otherwise   go to the right child node

i j

i j

v v
E v v

<
= 


 (4) 

이 테스트로 어떤 내부 노드에 도달된 특징벡터들의 집합 S

가 그림 5에 보인 것처럼 S1과 S2로 분할된다. 그리고 식 (3)

에 의해 이 두 부분집합으로 이득이 계산된다. 그 노드에서 

S의 분할과 이득 계산은 질문집합 
1

{( , ) ,..., ( , ) }
r

Q i j i j= 에 

따라 r번 수행된다. 질문집합내의 i와 j는 벡터 v의 요소들의 

색인, 즉 칼라 코렐로그램의 빈(bin)번호이다. 트리 성장과정 

동안 각 노드의 Q는 다르고 식 (2)의 이득을 최대로 하는 조

합 i와 j가 승자로 뽑혀 저장이 된다.  

V. 실험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차량의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획

득된 320×240 크기의 다양한 칼라영상에 대해 평가가 이루

어졌다.  

1. 칼라 양자화 

이 절은 칼라 코렐로그램 구축에 사용된 칼라 레벨의 결

정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그림 7은 그림 7(a)에 보인 흙 길

에서 취득된 영상에 대해 적용된 결과다. 색조와 채도를 각

 

그림 6. 분류기 실행시 특징벡터의 분류. 

Fig.  6. Classification of a feature vector at runtime. 

 

 

 

(a) Road image 

 

(b) Color correlogram of 16 colors 

 

(c) Color correlogram of 64 colors 

 

(d) Color correlogram of 144 colors 

그림 7. 도로영상에 대한 칼라 양자화 효과. 

Fig.  7. Color quantization effect for a roa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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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 8, 12등분으로 나누고 이들 각 분할 수준에 대해 칼라 

코렐로그램을 구축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16레벨로 양자화된 

칼라로 형성된 칼라 코렐로그램은 그림 7(b)에 보인 것처럼 

칼라 쌍에 대한 정보 재현이 약했고, 칼라 축소효과 또한 컸

다. 64레벨로 양자화된 칼라로 형성된 칼라 코렐로그램은 그

림 7(c)에 보인 것처럼 칼라 쌍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재현했

다. 마지막으로 144레벨로 양자화된 칼라로 형성된 칼라 코

렐로그램은 그림 7(d)에 보인 것처럼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만큼 자세한 정보를 보였고, 큰 메모리도 요했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칼라 양자화에서는 64레벨을 선택한 것이다. 

2. 학습집합의 준비 

학습집합은 분류기를 구축하는 트리성장 과정에서 사용된

다.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영상의 소실점 아래 부분을 

10×10 픽셀의 크기로 균등 분할한 후 분할된 패치 각각을 사

람이 도로와 비도로로 분류하여 학습집합을 준비하였다. 영

상에서 흰색 사각형은 도로로 설정된 패치이고 검은 사각형

은 비도로로 설정된 패치이다. 학습집합에 도로와 비도로의 

다양한 샘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 8과 같이 비포장로, 

간이터널 안쪽, 포장로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이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영상은 약 50프레임이며, 이 가운데 40프레임 

정도가 비포장로 영상이었다. 그 이유는 비포장로의 노면이 

더 다양했고, 촬영된 영상도 비포장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3. RF의 파라메터 결정 

트리의 수 M ; 각 노드에서 테스트 선정을 위한 질문 횟수 

r; 트리의 깊이 d 를 최적인 것들로 선정하기 위해 학습집합

을 가지고 많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r 과 d 는 고려하는 r과 d 에 맞추어 트리 1개를 생성하고 

학습집합에 속한 샘플들의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여 결정한

다. 표 1은 r 과 d 에 따른 분류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d 가 커지고 r 이 커지면 분류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일정한 깊이 이상이 되고 질문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정확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수렴하

였다. 

표 1의 결과에 따라 질문횟수 r 은 1600회로 설정하였고, 

트리의 깊이 d 는 과적합(overfitting)을 막고 학습의 속도를 높

이기 위해서 수렴이 시작되는 값인 6으로 설정하였다.  

트리의 수 M 은 앞에서 선택한 r 과 d 값을 이용하여 트리

를 여러 개 생성하여 RF를 구축하고 정확도를 구한 후 결정

한다. 실험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M 이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다가 5개부터 일정한 값으로 수

렴하였다. 따라서 M 은 5로 설정하였다. 

4. 분류기의 평가 

학습집합 준비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의 소실점 아래 부분

을 10×10 픽셀의 크기로 균등 분할한 후, 각 패치를 64레벨

의 칼라코렐로그램으로 표현하여 학습단계에서 구축한 분류

기에 넣으면 분류기가 도로와 비도로로 분류한다. 그림 9에 

보인 실험결과에서 흰색 사각형은 도로로 분류된 것이고 검

은 사각형은 비도로로 분류된 것이다. 그림 9(a)는 비포장도

로에서 행한 실험결과이고 그림 9(b)는 포장로에서 행한 실

험결과인데, 그림 9의 우측 열에 보인 것처럼 분류기가 포장

로, 비포장로 상관없이 도로를 성공적으로 추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a)의 비포장로에서 밝기나 색이 조금씩 변하

여도 도로를 잘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네 번째 영

상에서 보인 간이 터널 안에서도 도로의 밝기값이 크게 변하

는데도 도로가 잘 분류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b)의 두 번째 

영상과 네 번째 영상에 있는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영역

도 도로로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3은 일련의 연속된 영상에서 랜덤으로 10프레임의 영

상을 대상으로 분류기가 출력한 결과를 사람이 결정한 것과 

비교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 3에

서 False Negative rate은 (도로 패치가 비도로로 분류된 패치

수)/(도로 패치수)이고, False Positive rate는 (비도로 패치가 도

로로 분류된 패치수)/(비도로 패치수)이며, 정확도(accuracy)는 

(정확히 분류된 도로 패치수+정확히 분류된 비도로 패치

수)/(도로 패치수+비도로 패치수)이다.  

총 100프레임의 영상의 분류결과는 약 93.18%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CPU는 Core 2 Duo E8400이고 RAM은: 2GB인 

PC에서 320×240영상을 초당 40장을 처리하였다.  

시스템의 오분류는 10×10의 작은 영역의 컬러패턴을 가지

고 분류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그림 10(a)의 위쪽 사각

 

 (a) Original image (b) Classification of road and non-road

그림 8. 포장로와 비포장로 영상으로 구성된 학습집합. 

Fig.  8. Training set by paved and unpaved road images. 

 

표   1. r 과 d 에 따른 분류 정확도. 

Table 1. Classification accuracy according to r and d. 

 r     

d 100 400 900 1600 2500 

3 0.7769 0.8088 0.7753 0.8398 0.8484 

4 0.8009 0.8620 0.8857 0.8613 0.8554 

5 0.8611 0.8599 0.8633 0.9022 0.9065 

6 0.8219 0.8941 0.8765 0.9104 0.9118 

7 0.8656 0.8826 0.9065 0.9129 0.8961 

 

표   2. 트리의 수에 따른 분류 정확도. 

Table 2. Classification accuracy according to the number of trees. 

M      

1 2 3 4 5 6 

0.9104 0.9244 0.9364 0.9324 0.9587 0.9511 

 



랜덤 포레스트와 칼라 코렐로그램을 이용한 도로추출 

 

351

형은 비도로 패치의 컬러패턴으로 아래쪽 사각형의 도로의 

컬러패턴과 유사하여 도로로 오분류된 경우이다. 하지만 그

림 10(b)의 분류결과에서 도로와 비도로의 경계가 확실히 구

분되었기 때문에 무인차량이 갈 수 있는 길을 결정하는 데 

이 오분류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VI. 결론 

본 논문은 포장로/비포장로 관계없이 영상으로부터 도로를 

추출할 수 있는 단안비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칼라 코렐로

그램과 RF를 통합함으로써 도로인식 문제를 학습 패러다임

으로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단안비전으로도 도로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 논문의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칼라 

코렐로그램은 단순한 칼라특징임에도 도로와 비도로를 적절

하게 묘사하였다. 학습기반의 시스템은 계산이 요구되는 많

은 부분을 학습단계에 넘김으로써 도로추출을 초당 40프레

임 이상 처리하는 실시간 수준으로 행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비도로를 도로로 판정하는 오류나 도로

를 비도로로 판정하는 오류를 낳기도 했다. 특히 비도로의 

 

 

(a) Images of off-road and classification result 

 

 

(b) Images of paved road and classification result 

그림 9. 분류기 적용 결과. 

Fig.  9. Classification results by classifier. 

표   3. 분류 정확도. 

Table 3. Classification accuracy. 

Frame 

No. 

False Negative

Rate 

False Positive 

Rate 

Accuracy 

(%) 

1 27/260 0/112 92.7 

2 4/311 2/61 98.4 

3 12/310 4/62 95.7 

4 27/309 10/63 90.1 

5 17/308 1/64 95.2 

6 36/279 5/105 89.3 

7 15/271 4/113 95.1 

8 22/190 6/194 92.7 

9 47/299 15/73 83.3 

10 28/315 5/57 91.1 

 

     

(a) Original image 

 

(b) Classification result of road and non-road 

그림 10. 오분류 분석. 

Fig.  10. Analysis of mis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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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이 약하고 칼라가 도로와 유사한 부분이 오류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안비전 시스

템과 능동형 센서의 융합처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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