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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럽칼라링 기반의 횡단보도와 정지선 검출 

Stop-Line and Crosswalk Detection Based on Blob-Co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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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Woong 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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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lgorithm to detect the stop line and crosswalk on the road surface using edge information and 

blob coloring. The detec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area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The proposed algorithm 

is composed of three phases: 1) hypothesis generation of stop lines, 2) hypothesis generation of crosswalks, and 3) hypothesis 

verification of stop lines. The last two phases are not performed if the first phase does not provide a hypothesis of a stop line. The last 

one is carried out by the combination of both hypotheses of stop lines and crosswalks, and determines the stop lines among stop line 

hypotheses. The proposed algorithm is proven to be effective through experiments with various images captured on the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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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도로를 

자율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차량의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일들이 수행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차량의 위치, 차량의 주행방향 및 속력, 차량

의 주행가능 공간 등의 인지는 포장도로이건 비포장도로이

건 상관없이 필수적 요소다. 반면에 자율주행이 포장도로에

서 이루어질 경우 노면객체의 인식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노

면객체로는 차로의 경계(lane mark)와 횡단보도(crosswalk) 그

리고 정지선(stop line) 등을 들 수 있다. 차로 경계의 인식은 

차량이 자기 차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1,2]. 또한 

도심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등이 켜지거나 보행자

가 있을 경우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해야 한다. 이 

때 횡단보도와 정지선 인식이 필요하다. 

노면객체는 차량과 같은 여타의 장애물들과는 달리 검출

과정에서 컴퓨터비전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그 이유는 노면

객체는 노면에 매우 얇게 색칠되어 있으면서 많은 잡음에 노

출되어 있어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아닌 다른 센서

로 계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2]. 

본 논문은 차량의 실내에 장착된 단안 카메라로 촬영된 도

로영상에서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문제는 노면에는 매우 다양한 잡음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줄무늬 표식과 정지선 표식을 안정적으

로 검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설치규정

[3]을 보면 이들은 대개 도로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의 광

축이 차량의 종방향 중심축과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영상에서 이들 객체들의 검출 범위도 카메라로부터 

객체들까지의 거리와 무관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제안

하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표식 검출알고리즘에 이들의 검출 

방향이나 검출범위에 대해 강한 제한을 둘 수 없다. 

횡단보도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노면에 흑백이 교차

되는 줄무늬 형태의 표식으로 도색 되어 있다. 이러한 횡단

보도 검출에 컴퓨터비전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일 수 있는

데도, 실제 알려진 검출 알고리즘은 많지 않다. 최근 시각장

애인을 위한 검출 알고리즘이 발표되고 있는데[4], 이 알고리

즘들은 명료하게 단순한 영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프변환을 

통해 횡단보도 표식들의 경계를 추출한다. 또한 카메라와 객

체 사이에 위치 변동도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횡단보도 및 정지선 검출목적이 차량

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검출대상과 카메

라 사이의 거리변화가 크고, 방향변화도 크다. 또한 노면은 

본질적으로 자연환경하에 있어서 조명과 그림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 구별이 쉽지 않는 유사표식도 많다. 더욱이 

백색인 정지선과 횡단보도 표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닳

아지고 퇴색이 되며, 차량과 같은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횡단보도 표식과 정지선 검출에 하프

변환은 적절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없다. 

정지선은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노면상에 일직선으로 

30~60cm의 폭으로 백선으로 그려지는데, 차량이 주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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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지선과 횡단보도. 

Fig.  1. Stop line and cross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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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좌우 양방향 가운데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 한쪽에만 그려진다. 또한 정지선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

에서도 단독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다[3]. 정지선을 영상에

서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컴퓨터로 식별하

는 데는 까다로운 점이 많다. 첫째 정지선이 노면의 소실점

에 가까이 있는 경우 매우 희미하게 보이며, 둘째 노면상에 

백색으로 쓰여진 글씨, 고가도로나 다리 같은 곳의 구간과 

구간의 이음쇠, 그림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사특징, 차량후

면의 범퍼부 등이 실제 정지선과 구별이 어렵다. 이런 이유

로 본 논문에서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표식 후보가 동시에 검

출되었을 때 검출된 정지선 후보를 정지선으로 인정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횡단보도를 나타내는 줄무늬 표식이나 

정지선 표식이 여러 잡음에 의해 퇴색되거나 손상되어 희미

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배경보다는 밝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

을 토대로 에지정보[5,6]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나 정지선 표식

들의 경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픽셀들을 추출한다. 그리

고 추출된 픽셀들에 블럽칼라링(blob coloring) [7]을 적용하여 

픽셀들을 블럽별로 그룹핑함으로써 표식들의 경계를 개별 

픽셀이 아닌 영역 단위로 처리를 할 수 기반을 마련한다. 블

럽 하나하나는 개별 픽셀이 제공할 수 없는 정보추출을 가능

하게 함으로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히 표식의 경계

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에지분석과 에지

정보 구성의 개요를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블럽칼라링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정지선

후보 추출, V 장에서는 횡단보도 후보 추출 과정을 제시한다. 

VI 장에서 실험결과, 그리고 VII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에지분석과 에지정보의 구성  

에지는 수학적으로 밝기함수의 그래디언트(gradient)로 정의

된다[6]. 밝기영상 ( , )f x y 의 임의의 점 ( , )x y 에서 그래디언

트는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시된다.  

 [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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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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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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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3×3 소벨연산자[6]를 사용하여 식 (1)의 
x

G

와 
y

G 를 구한 후 에지의 크기 f∇ 와 방향 ( , )x yα 을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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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 )x yα 의 범위는 영상의 수평축을 기준으로

0°~180°가 되도록 한다. 또한 
x

G 와 
y

G 의 부호에 따라 에지

픽셀들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한다.  

 ( , ) ,   1,2, ,8
x y

C G G i i= = �  (4) 

이 분류 기준은 표 1에 보인 바와 같다. 그림 2는 식 (4)와 

표 1의 결과를 영상에 표기한 것이다. 

표   1. Gx와 Gy에 의한 에지픽셀의 분류.  

Table 1. Categorization of edge pixels by Gx and Gy. 

C(Gx, Gy)  Gx와 Gy의 범위 

1 Gx > 0 and Gy > 0 

2 Gx < 0 and Gy < 0 

3 Gx > 0 and Gy = 0 

4 Gx < 0 and Gy = 0 

5 Gx > 0 and Gy < 0 

6 Gx < 0 and Gy > 0 

7 Gx = 0 and Gy > 0 

8 Gx = 0 and Gy < 0 

 

 

그림 2. Gx와 Gy에 의한 에지픽셀의 분류. 

Fig.  2. Categorization of edge pixels by Gx and Gy. 

 

영상에서 노면객체의 경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픽셀들

을 추출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처리를 한다. 첫째, f∇ 가 

작은 픽셀들을 제거한다. 이 때 f∇ 에 대한 임계값(threshold)

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이유는 임계값에 따

라 제거되지 않아야 할 픽셀까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2]에 소개된 적응형 임계값 설정법

을 사용한다. 둘째, 임계값 적용후 노면객체의 경계일 가능성

이 더욱 큰 픽셀들을 남기고, 아울러 세선화(thinning) 효과까

지 얻기 위해 NLMS (Non-Local Maximum Suppression) [8]을 

적용한다. 

 

III. 블럽칼라링 

블럽칼라링은 0과 1로 이루어진 2진 영상이 주어졌을 때 

값이 1인 픽셀들을 대상으로 서로 연결된 픽셀들을 블럽단

위로 모으는 기법으로 L모양의 템플릿이 사용되고 있다[7]. 

이 템플릿에 의해 추출된 블럽은 상하, 좌우의 4방향 연결성

(four connectivity)은 성립되지만 좌우 대각선 방향까지 포함한 

8방향 연결성은 만족되지 않는다. 또한 스캔(scan) 방향도 위

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추출대상인 노면표식들의 경계를 블럽단위로 추출하

기 위해서는 8방향 연결성을 만족하는 템플릿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8방향 연결성을 만족하고 아래서 위

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스캔할 수 있는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은 템플릿을 제안한다. 아래에서 출발하여 위로 스캔하려

는 이유는 영상의 하단부가 차량에서 가깝기 때문에 영상의 

하단부에 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표식들 경계의 블럽을 

상단부보다 우선적으로 추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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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pC가 현재 고려하는 픽셀의 위치로서 
C

(p )f 는 

픽셀 pC의 값이다. pC를 기준으로 pL은 좌측 픽셀, pLD은 좌하

측 픽셀, pD은 하측 픽셀, pRD은 우하측 픽셀을 가리킨다. 

제안된 블럽칼라링 알고리즘의 유사코드는 다음과 같다. 

 

초기 칼라 k=1, 영상을 아래서 위로, 좌에서 우로 스캔한다. 

if f (pC) = =0 then continue 

if f (pD) and f (pL) == 0 then color(pC)=color(pD) 

elseif f (pL) and f (pD) == 0 and f (pRD) == 0 then color(pC)=color(pL) 

elseif f (pL) == 0 and f (pD) == 0 and f (pRD) == 0 and f (pLD) then 

color(pC )=color(pLD) 

elseif f (pL) == 0 and f (pD) == 0 and f (pLD) == 0 and f (pRD) then 

color(pC)=color(pRD) 

elseif f (pD) and f (pL) then 

    if(color(pD) == color(pL)) color(pC)=color(pD) 

    else { color(pC)=color(pD) 

            color(pL) is equivalent to color(pD) 

} 

elseif f (pL) and f (pRD) then 

    if(color(pL) == color(pRD)) color(pC)=color(pL) 

    else { color(pC)=color(pL) 

            color(pL) is equivalent to color(pRD) 

} 

elseif f (pLD) and f (pRD) then 

    if(color(pLD) == color(pRD)) color(pC )=color(pLD) 

    else { color(pC )=color(pLD) 

            color(pLD) is equivalent to color(pRD) 

} 

else  

   color(pC )=k 

   k=k+1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스캔이 끝나고 나면 동일 칼라

(equivalent color)로 지정된 픽셀들의 경우 이들의 칼라를 단

일 칼라로 일치시킨다.  

블럽칼라링은 블럽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행한다. 하나의 블럽은 서로 연결된 픽셀들을 분리한 것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블럽단위로 블럽의 길이, 기울기, 중점 등

과 같은 정보를 산출한다. 블럽의 중점 ( , )x y 는 다음 식 (5)

에 의해 계산된다.  

 10 01

00 00

,   
m m

x y
m m

= =  (5) 

여기에서 p q

pq i i
m x y=∑ 이다. 블럽에 선형회귀[2,5]를 적용

하면 회귀 파라메터인 기울기 b와 y축 절편 a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 )( )

( )

i i

i

x x y y
b

x 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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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bx= −  (7) 

 

IV. 정지선 후보 추출 

1. 정지선 경계픽셀 후보 선정  

정지선 검출은 “정지선 표식은 배경보다 밝다.”는 가정을 

토대로 정지선 표식의 상단경계와 하단경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픽셀추출로부터 시작된다. 그림 4의 p1이 정지선 표식

의 하단 경계픽셀 후보가 되려면 

• 조건 1: 
1

( )f p 이 배경보다 밝고, 

• 조건 2: ( , )
x y

C G G 가 2이거나 5이거나 8이고, 

• 조건 3: 그림 4의 A영역보다 B영역이 밝아야 하며,  

• 조건 4: 
1

( )pα 도 30°이하거나 150°이상이어야 한다. 

반면에 그림 3의 p2가 정지선 표식의 상단 경계픽셀 후보가 

되려면  

• 조건 1: 
2

( )f p 가 배경보다 밝고,  

• 조건 2: ( , )
x y

C G G 가 1이거나 6이거나 7이고,  

• 조건 3: 그림 4의 C영역보다 B영역이 밝아야 하며,  

• 조건 4: 
2

( )pα 도 30°이하거나 150°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건 4에 사용된 각도는 정지선 경계픽셀이 지나

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험적으로 선정한 값이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정지선 표식의 상 · 하단부의 경

계상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픽셀들을 검출한 후 나 홀

로 있는 픽셀들은 제거한다. 그리고 남은 픽셀들을 대상으로 

제안된 블럽칼라링(blob coloring)을 적용하여 서로 연결된 픽

셀들을 블럽들로 분리해 낸다. 

2. 정지선 후보 결정  

2.1 블럽 필터링 

블럽칼라링에 의해 추출된 정지선 상 · 하한경계 블럽들 

가운데 블럽의 좌우 길이(W)보다 상하 높이(H)가 큰 것들은 

정지선 경계일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제거한다. 이 때 블

럽 제거를 위해 사용된 폭과 높이의 비(H/W)는 1.5로서 실험

적으로 설정한 값이다. 제거되지 않고 남은 블럽들 가운데 

식 (6)과 (7)의 회귀 파라메터인 기울기와 y축 절편이 유사하

고, 중첩되어 있지 않고, 서로 떨어진 정도가 크지 않은 것들

은 연결하여 단일 블럽으로 만든다.  

2.2 정지선후보 결정 

추출된 정지선 하한경계 블럽 각각에 대해 영상의 수직방

향 위쪽으로 정지선 설치매뉴얼에 규정된 정지선폭 60cm에 

pL pC  

pLD pD pRD 

그림 3. 블럽칼라링 템플릿. 

Fig.  3. Template for blob coloring. 

 

 

 

그림 4. 정지선 표식의 상·하 경계 픽셀 조건. 

Fig.  4. The condition to be a candidate pixel of upper and lower

boundaries of a stop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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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 픽셀거리내에 정지선 상한경계 블럽이 존재하고, 이 

때 하한 블럽이나 상한 블럽 가운데 최소한 하나의 수평길이

가 영상의 수평폭의 1/3 이상이면 이 정지선 상 · 하한경계 

블럽쌍을 정지선 후보로 결정한다. 이 때 정지선의 기준은 

하한 블럽이 된다. 여기에서 공간상의 일정거리에 대한 픽셀

거리는 카메라 켈리브레이션[9]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에 대한 계산방법은 참고문헌 [10]에 소개되어 있다. 

만약 정지선 후보가 하나도 검출되지 않을 경우 횡단보도 

검출은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지선 후보가 검출되면 이 

정지선 후보위치를 기점으로 수직 위쪽에 횡단보도 줄무늬

표식이 있는지 탐색한다. 

 

V. 횡단보도 후보 추출 

1. 횡단보도 표시 설치 규정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설치매뉴얼[3]을 보면 횡단보도는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

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

한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는 2m 단위로 확

폭하되 6m 이상인 경우는 도로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보인 바와 같이 정지선 전방으로 2~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부터 최대 8m의 폭원을 가진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된다. 따

라서 IV장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해 영상에서 정지선 후보가 

검출되면 정지선 후보가 있는 위치로부터 위쪽으로 2~10m 

범위에 대응되는 픽셀거리내에서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지 

탐색을 한다. 

2. 횡단보도 표식의 경계후보 픽셀 추출 

횡단보도 표시의 줄무늬 검출은 “표식은 배경보다 밝다.”

는 가정을 토대로 줄무늬 표식의 좌우 경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픽셀들의 추출로부터 시작된다. 그림 2에 보인 하

얀색의 표식들이 영상에 나타난 횡단보도 줄무늬 표식들이

라 가정을 해보자. 이 때 영상의 어떤 픽셀 p(x, y)가 줄무늬 

표식의 좌측 경계가 되기 위해서는  

• 조건 1: ( )f p 가 배경보다 밝고,  

• 조건 2: ( , )
x y

C G G 가 1이거나 3이거나 5이고,  

• 조건 3: p의 좌측보다는 우측이 더 밝아야 하며,  

• 조건 4: ( )pα 도 6°보다 크고 174°미만이어야 한다. 

반면에 p(x, y)가 줄무늬 표식의 우측 경계가 되기 위해서는 

• 조건 1: ( )f p 가 배경보다 밝고,  

• 조건 2: ( , )
x y

C G G 가 2이거나 4이거나 6이고,  

• 조건 3: p의 우측보다는 좌측이 더 밝아야 하며, 

• 조건 4: ( )pα 도 6°보다 크고 174°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건 4에 사용한 각도는 수평선에 가까운 픽셀들

의 선택을 막기 위해 실험적으로 정한 값이다. 이와 같은 조

건을 적용하여 횡단보도를 나타내는 줄무늬 표식들의 

좌 · 우 경계상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픽셀들을 검출

한 후 나 홀로 떨어져 있는 픽셀들은 제거한다. 

줄무늬 표식은 45~50cm의 일정한 폭을 갖는다는 설치규정

을 적용하여 추출된 후보픽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필터링

을 실시한다. 줄무늬 표식 폭 50cm에 해당되는 픽셀거리를 

이용하여 좌측 후보 픽셀의 경우는 우측으로 이 픽셀거리만

큼 떨어진 곳에 우측 후보 픽셀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우

측 후보 픽셀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픽셀거리만큼 좌

측으로 떨어진 곳에 좌측 후보 픽셀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좌 · 우 짝꿍 픽셀이 존재하면 이 두 픽셀 사이의 평균 

밝기와 밝기값의 분산을 계산하여 현재의 후보 픽셀이 정말 

줄무늬 표식의 경계일 가능성이 큰지 판단한다. 즉 짝꿍으로 

고려되는 두 픽셀 사이의 평균 밝기가 배경보다 밝고, 분산

이 정해진 임계값보다 작으면 고려하고 있는 픽셀은 표식경

계의 후보픽셀로서 인정이 되지만, 짝꿍 픽셀이 존재하지 않

거나 평균 밝기가 배경보다 어둡거나 분산이 크면 현재 고려

중인 픽셀은 후보픽셀에서 탈락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산에 대한 임계값은 실험적으로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600을 택하였다. 

후보픽셀로 선정된 픽셀들에 대해 블럽칼라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좌 · 우 경계픽셀들의 블럽을 추출한다. 추출된 블

럽들 가운데 블럽의 상하 높이가 그림 5의 파라메터 d1의 거

리인 8m의 픽셀거리보다 큰 블럽 또는 블럽의 기울기가 7°

보다 작거나 173°보다 큰 블럽은 제거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줄무늬 표식의 경계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블럽들 가운데 식 (6)과 (7)의 기울기와 y-절편의 값이 

유사하고 떨어진 거리가 그림 5의 파라메터 s의 픽셀거리보

다 짧은 것들은 하나의 블럽으로 통합한다.  

3. 횡단보도 표시 후보 결정  

먼저 횡단보도 줄무늬 표식의 좌측 블럽 bL에 대해 자신의 

우측에 자신과 짝을 이룰 우측 블럽 bR이 존재하는지 탐색한

다. 이 때 짝의 선택조건은 다음과 같다. 

• 조건 1: 영상의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두 블럽은 조금이

라도 겹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즉 그림 6의 ξ가 0보다 커

야 한다. 

• 조건 2: 두 블럽의 양쪽 끝(그림 6의 (sL, eL), (sR, eR))이나 

식 (5)에 의해 구한 중점(그림 6의 (mL, mR))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림 5의 파라메터 l1의 50cm의 픽셀거리의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한다.  

• 조건 3: 그림 6에 보인 bL의 기울기 α가 90°보다 크고 

bR의 기울기 β가 90°보다 작은 경우 사잇각, φ(=α-β)는 100°보

다 작아야 한다. 여기서 100°는 실험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조건 3이 없을 경우 노면에 새겨진 화살표식이나 글씨 등이 

 

 

(a) Bisected crosswalk. (b) Crosswalk of single-width.

그림 5.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 

Fig.  5. Illustrations of crosswalk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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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줄무늬 표식으로 오인될 수 있다. 

만약 bL의 짝으로 선정된 우측 블럽이 둘 이상일 경우 이

들 가운데 블럽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bL의 짝으로 선택한다. 

상기 과정을 통해 줄무늬 표식의 좌측 블럽의 짝으로 뽑

힌 우측 블럽들 각각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짝인 좌측 블럽

보다 더 좋은 짝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짝을 찾지 못한 좌측 

블럽들 가운데 자신의 짝이 될만한 블럽이 존재하는지 위에

서 제시한 동일한 조건들을 적용하여 탐색한다. 만약 그런 

블럽이 여럿 존재하면 그 중에 길이가 가장 긴 것을 택하고, 

이것과 이미 짝으로 뽑혀 있는 좌측 블럽과의 길이를 비교해

서 길이가 더 긴 것을 최종 짝으로 선택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횡단보도 표시의 줄무늬 표식의 

좌 · 우 경계 블럽의 쌍들이 결정이 되면, 쌍의 수에 따라 횡

단보도의 존재유무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쌍의 수가 4

개 이상일 경우 횡단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한다.  

 

VI. 실험결과 

실험은 차량의 실내에 설치된 전방 주시 카메라에 의해 촬

영된 320×240 크기의 도로영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7(a)에 

제시된 영상에서는 육안으로 멀리 영상의 좌측부분에 횡단

보도가 흐릿하게 보이지만, 우측 부분은 차량에 가려져서 보

이지 않는다. 정지선은 횡단보도 앞으로 그려져 있겠지만, 너

무 멀리 있고 또 차량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영상

의 하단부에는 그림자에 의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뚜

렷하게 교차되어 나타나 있다. 그림 7(b)는 정지선 상 · 하경

계상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출된 픽셀들을 표현한 것이

다. 그림 7(c)는 정지선 상 · 하경계 후보픽셀들에 블럽칼라

링을 적용하여 추출한 블럽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c)의 오

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의 블럽들에 대해 정지선 경계의 블럽

들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들을 제거한 후의 블럽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정지선 조건을 만족하는 상 · 하경계블

럽이 한 쌍 존재하였고, 이 블럽들의 위치가 그림 7(d)에 보

인 것처럼 정지선 후보가 되었다. 정지선후보가 검출됨에 따

라 횡단보도의 줄무늬 표식이 존재하는지 탐색이 이루어졌

고, 그 결과 추출된 줄무늬 표식의 좌 · 우경계 후보픽셀들이 

그림 7(e)에 표시되었다. 이들 픽셀들에 대해 블럽칼라링을 

적용하였고, 이 때 추출된 블럽들은 그림 7(f)에 보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들 블럽들 가운데는 어느 것도 줄무늬표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좌 · 우쌍이 없었다. 따라서 그림 7(a)에 보 

 
(a) Image. 

 
(b) Pixels on top and bottom boundaries of stopline candidates. 

(left: top boundary, right: bottom boundary) 

 
(c) Blobs of boundaries of stopline candidates. 

(left: before filtering, right: after filtering) 

 
(d) A detected stopline candidate. 

 
(e) Pixels on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probable cross-

walk stripes. 

(f) Blob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probable cross-

walk stripes. 

그림 7. 정지선과 횡단보도 추출과정. 

Fig.  7. Extraction process of stop line and crosswalk. 

 

 
(a) Image. 

 
(b) Pixels on top and bottom 

boundaries of stopline 

candidates. 

(c) Blobs of top and bottom

boundaries stopline candidates.

그림 8. 정지선이 없는 영상. 

Fig.  8. An image without a stop line. 

 

인 영상에서는 비록 그림자로 인해 정지선후보가 검출되었

어도 횡단보도에 관련된 표식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지선과 횡단보도는 없다고 결정되었다. 

그림 8은 그림 7에 보인 영상에 이어진 영상에 적용된 결

과로 영상에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고 알고리즘 적용 

결과에서도 정지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8(b)에 보인 바

와 같이 정지선의 상 · 하경계상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픽

셀들을 추출하였고, 이 픽셀들에 블럽칼라링을 적용하여 그

림8(c)에 보인 바와 같은 블럽을 추출하였지만 정지선 조건

을 만족하는 상 · 하경계 블럽쌍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6. 좌·우 블럽의 정보와 사잇갓. 

Fig.  6. Data of left and right blobs and angle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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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age. (b) Stopline and crosswalk. 

 
(c) Pixels on top and bottom boundaries of candidate stoplines. 

 
(d) Blobs of stopline boundaries. 

(left: before filtering, right: after filtering) 

 
(e) A detected stopline. (f) Pixels on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crosswalk stripes.

 
(g) Blob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probable cross-

walk stripes. 

(h) Blobs satisfying condition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crosswalk stripes. 

그림 9.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보인 영상에서 이들의 추출. 

Fig.  9. Extraction of stop line and crosswalk from an image with 

them. 

 

그림 9에 보인 실험결과는 그림 9(a)의 영상에 보였듯이 

횡단보도의 오른쪽이 차량에 가려져 있지만 정지선과 횡단

보도가 성공적으로 검출된 경우이다. 그림 9(b)와 (e)에 보인 

바와 같이 정지선후보가 추출되었고, 이 결과에 의해 횡단보

도 줄무늬 표식의 경계픽셀 검출이 그림 9(f)에 보인 바와 같

이 이루어졌다. 이 경계픽셀들에 대해 블럽칼라링이 적용되

어 그림 9(g)에 보인 블럽들이 추출되었다. 이들 블럽들 가운

데 10쌍이 횡단보도 줄무늬표식 조건을 만족하였고, 이 결과

에 의해 추출된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그림 9(b)에 표시하였다. 

그림 10은 그림의 좌측에 보인 다양한 영상에 대해 정지선

과 횡단보도를 추출한 결과를 그림 우측에 보인 것이다. 그

림에 보인 바와 같이 도심지 영상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표식이 없다. 모두 닳아지고(그림 

10(a)~(g)), 가려지고(그림 10(a), (e), (g), (h)), 또 역광이 비추기

도 하는(그림 10(c), (d)) 등 손상이 되어 있다. 또한 이들 표식

들은 차량에 가까이 있을 수 있고(그림 10(b)~(c), (f)) 또 멀리 

있기도(그림 10(e), (h)) 하다. 차량진행방향에 직각일 수도 있

고 기울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본 논문

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성공적으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표식을 검출하였다. 

그림 11의 실험결과는 횡단보도 표식은 없이 정지선만 있

거나(그림 11(a)) 정지선과 유사한 표식이 있는 영상(그림 

 
(a) 

 
(b) 

 
(c) 

 
(d) 

 
(e) 

 
(f) 

 
(g) 

 
(h) 

그림 10. 다양한 영상에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추출. 

Fig.  10. Extraction of stop line and crosswalk from various images. 

 

11(b)~(h))을 대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다. 대

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정지선이 아닌데 육안으로 보아도 정

지선처럼 보인다. 그림 11(b)~(e)는 노면에 새겨진 글씨가 정

지선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그림 11(e)와 (f)는 도로의 이음

매가 정지선처럼 보인 경우이다. 그림 11(g)는 차선표식이 정

지선처럼 보인 경우이다. 그림 11(h)는 그림자가 정지선처럼 

보인 경우이다. 이 실험 예에서 왜 정지선과 횡단보도 검출

을 동시에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 정지선과 유사한 표식이 

노면에는 너무 많다. 따라서 정지선만 검출하여 차량의 주행

을 제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림 12에 제시한 실험결과는 많은 글씨가 근접된 공간에 

새겨진 경우로서 다행히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대한 대로 결

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그림 12(f)에 보인 바와 같이 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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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11. 다양한 영상에서 정지선 추출. 

Fig.  11. Extraction of stop lines from various images. 

 

 
(a) Image and recognition result. (b) Pixels on top and bottom 

boundaries of stopline 

candidates. 

 
(c) Blobs of top and bottom 

boundaries of stoplines. 

(d) A detected stopline candidate.

 
(e) Blob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probable cross-

walk stripes 

(f) Blobs satisfying condition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crosswalk stripes 

그림 12. 글씨를 정지선과 횡단보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예. 

Fig.  12. An example with possibility to recognize letters as stop line 

and crosswalk. 

 

세 쌍이 줄무늬표식 경계조건을 만족하였으므로 글씨를 횡

단보도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13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는 

경우의 실험결과를 보인 것이다. 횡단보도 왼쪽의 줄무늬 표

식들이 잘 보이지 않고, 정지선과 줄무늬 표식들의 훼손 정

도가 심하지만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성공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림 14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대부분이 카메라에 근접된 

전방 차량에 의해 가린 경우의 실험결과를 보인 것이다. 횡

단보도 줄무늬 표식과 정지선이 일부만 보였지만 정지선과 

 
(a) Image. (b) Recognition result. 

 
(c) Pixels on top and bottom 

boundaries of stopline 

candidates. 

(d) Blobs of stopline boundaries.

 
(e) A detected stopline candidate. 

 
(f) Blob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probable cross-

walk stripes. 

(g) Blobs satisfying condition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crosswalk stripes. 

그림 13.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인식. 

Fig.  13. Recognition of stop line and crosswalk distant from a 

camera. 

 

 
(a) Image. (b) Recognition result. 

 
(c) Pixels on top and bottom 

boundaries of stopline 

candidates. 

(d) Blobs of stopline boundaries.

 
(e) Detected stopline candidates. 

 
(f) Blob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probable cross-

walk stripes. 

(g) Blobs satisfying conditions of 

left and right boundaries of 

crosswalk stripes 

그림 14.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인식. 

Fig.  14. Recognition of stop line and crosswalk distant from camera. 

 

횡단보도가 성공적으로 검출되었다. 이 실험결과에서 한 가

지 주목할 점은 정지선 후보가 실제 정지선과 거짓 정지선 

이렇게 두 군데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거짓 정지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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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4(b)와 (e)에 보인 바와 같이 차량의 후미에서 검출되었

다. 그러나 이 거짓 정지선은 이 윗 부분에 횡단보도와 관련

된 픽셀들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실험결과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램프로나 십자로와 같은 곳에서 차량

이 우회전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등을 제

외하면 대부분의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검출한다. 그러나 앞

의 실험결과에서 밝혔듯이 횡단보도가 영상에 보인다고 해

서 다 검출할 수는 없다. 소실점 가까운 곳에서는 육안으로

는 보여도 횡단보도나 정지선 표식의 윤곽정보가 너무 흐릿

하기 때문에 검출에 실패할 수 있다. 또한 차량들에 의해 횡

단보도나 정지선 표식이 70-80% 이상 가려진 경우도 검출에 

실패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즉 정지선 표식

과 횡단보도 표식이 카메라에 20-30m 이내로 근접하고, 차량 

등에 의해 심하게 가려져 있지 않는다면 정지선과 횡단보도 

검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VII.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정지선과 횡단보도 검출법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이들 객체의 표식이 노면보다 밝다

라는 점에 착안하여 간단한 소벨 에지연사자를 사용하여 얻

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둘째, 블럽칼라링 

기법을 도입하여 픽셀 중심이 아닌 영역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사용할 정보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검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

다는 점도 장점이다. 인텔 코어 2쿼드 PC에서 320×240 크기

의 영상을 대상으로 초당 20프레임 이상 처리가 가능하였다. 

다양한 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노

면으로부터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음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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