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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camera-based road surface marking detection methods suited to sensor fusion-based 
positioning system that consists of low-cost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EDM 
(Extended Digital Map), and vision system. The proposed vision system consists of two parts: lane marking detection 
and RSM (Road Surface Marking) detection. The lane marking detection provides ROIs (Region of Interest) that are 
highly likely to contain RSM. The RSM detection generates candidates in the regions and classifies their types. The 
proposed system focuses on detecting RSM without false detections and performing real time operation. In order to 
ensure real time operation, the gating varies for lane marking detection and changes detec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FSM (Finite State Machine) about the driving situation. Also, a single template matching is used to extract features for 
both lane marking detection and RSM detection, and it is efficiently implemented by horizontal integral image. Further, 
multiple step verification is performed to minimize false detections.

Key words : Road surface marking(노면 표시), Positioning system(측  시스템), Sensor fusion(센서 융합), Lane 
detection(차선 인식), Pattern recognition(패턴 인식)

1. 서 론1)

차량 치의 정  측정(즉, 정  측 )은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 개발에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심

을 가지는 분야로, 운 자 지원 시스템, 능동 안  

시스템, 자율 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차량 치 측정에 기본 으로 사용되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경우 상용화 가능한 
GPS 정 도의 한계  도심에서 음 , 반사에 의한 
왜곡 문제가 심각하여 단독으로는 목표 정 도를 달

성하기 어렵다.1) 이를 보완하고자 GPS-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융합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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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왔으나 INS의  오차에 의한 드리 트

(drift) 문제를 완 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2,3)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근 다양한 랜드마

크의 고정  치 정보를 담고 있는 EDM(Extended 
Digital Map)과 방 카메라 기반 노면 표시 검출을 
추가 으로 융합하는 센서 융합 기반 정  측  시

스템이 개발되고 있다.4,5) 본 논문은 이를 한 구성 
요소  상 기반 노면 표시 검출 알고리즘에 해 

설명한다.
센서 융합 기반의 측  시스템에서 카메라 시스

템의 주요 역할은 상에서 노면 표시의 치와 종

류를 인식하는 것으로, 검출된 노면 표시를 EDM의 
노면 표시 정보와 매칭함으로써 자차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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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osision correction using RSM matching (a) RSM 

matching finds the correspondence between a RSM 
detected by the vision system and its information in 
EDM, (b) A position trajectory, depicted by arrows, 
shows a situation when the position is corrected by 
RSM matching

재 치를 추정한다. 여기서의 노면 표시 인식은 상
시 인 측 를 한 유일한 정보가 아니고 GPS-INS 
측 의  오차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Fig. 1에 노면 표시 검출 정보를 이용하여 자차의 경
로를 보정하는 를 보 다. 그림과 같이 GPS-INS 
측 의 경로 오차가 발생 할 경우 카메라 시스템에

서 검출한 노면 표시 정보와 EDM과의 매칭을 통해 
자차의 치를 보정하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 시스
템이 노면 표시를 오인식할 경우 체 시스템의 성

능을 심각하게 해하기 때문에, 제안 시스템은 노
면 표시의 오인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와 함께,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서의 정  

측정을 달성하기 하여 실시간 처리 가능한 수

의 상 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주안 을 두었다.
본 논문의 노면 표시 검출은 Fig. 2와 같이 주행 차

로의 좌/우 차로 표시를 검출하는 차로 표시 인식부
와 검출된 차로 표시를 기반으로 주행 차로 내에 존

재하는 노면 표시를 검출하기 한 노면 표시 인식

부로 구성된다.

Fig. 2 Flow chart of the proposed system

차로 표시 인식부에서는 차로 검출 과정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 차로 변경 FSM(Finite State 
Machine)을 도입하 다. 이를 통해 상태(state) 별로 
차로 표시 특징(feature) 추출을 한 탐색 역(gating)
과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검출 성능의 강인성을 개

선하고 연산 속도를 최 화하 다. 한, 단순하지
만  과정  가장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템

릿 매칭(template matching) 기반 특징 추출 단계에 
horizontal integral image를 용하여 실시간 처리 가
능한 수 의 연산 속도를 확보하 다. 노면 표시 인
식부에서는 오인식으로 인한 심각한 측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다단계 검증을 통해 확실한 결

과만을 출력하도록 하 으며, 실험 결과 정상 주행 
상황에서 약 50% 이상의 노면 표시를 검출하는 동
안 오인식을 발생시키지 않아 모든 검출 결과에 

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 다.
본 논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노면 표시 ROI(Region of Interest) 설정의 기 이 되

는 차로 표시 인식부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설정된 ROI 내에서 유효한 노면 표시의 존재 여부 
단  노면 표시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제안하는 카메라 기반 
노면 표시 검출 시스템의 성능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를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2. 차로 표시 인식

차로 표시(차선) 인식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이나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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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SM for managing driving situation

Fig. 3 ROI for lane marking detection

유지 시스템(LKS: Lane Keeping System) 등 차량 안
을 한 운 자 보조 시스템(DAS: Driver Assist 

System)의 용도로 이미 오래 부터 연구 되어 왔고 
이미 상당 수 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6)

하지만, 본 논문과 같이 측 를 목 으로 차로 표

시를 검출하는 경우는 기존 운 자 보조 시스템과 

다른 요구 사양을 갖는다. 즉, 측  목 의 차로 표

시 검출은 지속 으로 상 인 자차의 치를 

측하기 한 목 으로 차선의 곡률을 포함하여 원

거리까지 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차로 표시를 
통해 노면 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역을 검

출하는 보조 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차로 표시 인식을 근거리 역만을 응하는 문

제로 한정하 다. 이에 Fig. 3과 같이 근거리 역
(약 20m 이내)의 차로 표시 검출 ROI를 설정하고 이 
역 내의 차로 표시를 직선으로 가정하여 차로 표

시 검출을 수행하 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 에서 차로 검출 

상태의 효과 인 리를 해 제안하는 차로 변경 

FSM  각 상태에서의 탐색 역(gating) 설정 방법
을 설명한다. 2.2 에서는 시스템의 실시간성 확보

를 목 으로 하는 차로 표시 특징 추출 방법에 해 

설명하고, 추출된 특징을 이용해 차로 표시를 검출
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2.1 차로 변경 FSM
제안하는 차로 변경 FSM을 Fig. 4에 도식화했다. 

여기서, 사각형은 FSM의 상태들을 나타내고, 화살
표는 상태 간의 이(transition)를 나타낸다. FSM은 
기본 으로 detection, tracking, left departure, right 
departure, left entrance, right entrance의 6개의 상태로 
구성된다.
각 상태 별 차로 표시 검출 상태는 다음과 같다. 

Detection은 최 로 차로 표시를 검출하는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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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은 앞선 상에서 검출된 차로 표시 정보를 
활용하여 차로 표시를 검출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Left departure와 right departure는 각각 주행 차로를 
좌와 우로 이탈하는 상태를, left entrance와 right 
entrance는 각각 인 한 차로를 좌와 우에서 진입하

는 상태를 나타낸다. 선으로 그려진 상태들은 노
이즈에 의한 과도한 상태 이를 막기 해서 상태 

이에 히스테리시스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 으로 이 조건 발생 시 바로 상태 이를 하

지 않고 일정 임(frame) 동안 재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 인 상태 간 이를 유도한다.
상태 간의 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Detec-

tion 상태에서 차선이 검출 되면 tracking 상태로 
이되어 차선을 추 하게 된다. Tracking 상태  차
선 검출이 실패하더라도 바로 detection 상태로 이
되지 않고 tracking lost 상태로 이되어 tracking 상
태에서와 동일한 탐색 역에서의 차선 검출을 시

도한다. Tracking lost 상태에서 일정 시간 내에 차선 
검출이 성공할 경우 tracking 상태로 복귀하고, 실패
할 경우에는 detection 상태로 기화된다.

Tracking 상태  좌/우 차선 변경 시 Fig. 5에 도식
화한 상태 이 기 에 따라 상태 이가 이루어진

다. 좌측 차로 변경 시를 기 으로 설명하면 차선 추

  검출된 좌측 차선이 theta_xb_left_departure를 
통과할 경우 left departure 상태로 이 되고, 이후 
theta_xb_left_entrance를 통과할 경우 left entrance 상
태로 이되어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단한

다. 이후엔 tracking 상태로 이되어 차선 추 을 지

속하게 된다. Tracking lost 상태와 마찬가지로 left 
departure lost 상태를 두어 차선 변경  차선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응한다. 여기서, departure

Fig. 5 State transition parameters between departure and 
entrance states

 

                       (a)                                                (b)

 

                       (c)                                                (d)

Fig. 6 Yellow lines represent gating settings according to the 
state of FSM (a) Detection state, (b) Tracking state, (c) 
Right departure state, (d) Right entrance state

와 entrance 상태는 차로를 변경하는 동안 통과하는 
차로 표시만을 검출하도록 하여 반 편 차로 표시

가 상 으로 멀어져 검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 우측 차로 표시는 카메라로부터 멀어지기 때
문에 검출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검출이 연
속해서 실패하게 되면 좌/우 차로 표시를 체 상
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차로 변경 에는 좌/우 차로 표시가 직진 주행 시와 
확연히 다른 치에 있기 때문에 검출이 어렵고, 이
를 고려하도록 detection 상태의 차로 표시 검출 
역과 범 를 사용할 경우 연산량이 증가하고 오검

출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상의 FSM을 사용하여 차로 표시 검출 탐색 

역 설정과 탐색 방법을 응 으로 변경하 다. Fig. 6
에 FSM의 상태에 따른 차로 표시 검출 탐색 역 설
정의 를 보인다.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태 별 
탐색 역 설정을 통해 차선 검출 역을 제한하여 

detection 상태만으로 검출 할 경우에 비해 연산량을 
일 수 있고, 차로 표시 존재 가능성이 있는 역에
서만 차로 표시 검출을 수행함으로 연속하는 상

에서 보다 안정 인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2.2 차로 표시 검출

FSM의 상태 별 탐색 역 내에서의 특징 추출 방
법은 동일하며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단계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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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7 Procedures of lane marking feature extraction (a) 

Input image, (b) Template matching results of left lane 
marking, (c) Binary image obtained by template 
matching and edge detection, (d) Thinning and finding 
inner edges

Fig. 8 Lane marking template

를 Fig. 7에 보인다. (1) 차로 표시 폭을 고려한 차
로 표시 템 릿(lane template)을 이용한 템 릿 매칭 

 에지 검출(edge detection) (2) 템 릿 매칭과 에지 

검출이 임계치 이상인 픽셀(pixel)들 검출 (3) connected 
component 검출  템 릿 매칭의 최댓값으로 thin-
ning 수행한다.
차로 표시 특징 추출을 해 Fig. 8의 템 릿을 사

용하 으며, 템 릿이 양인 부분의 폭 W는 차로 폭
을 표 하는 것으로 거리에 따른 차로 표시의 폭의 

변화를 고려하여 상의 높이 좌표(y)에 따라 응
으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단순한 1차원 템 릿

을 사용함으로써 상 처리에 있어 일반 으로 가

장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처리 과정, 즉, 특
징 추출 단계의 연산량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실

시간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특히 사용된 템 릿

은 integral image7)를 활용하여 연산이 가능한 형태

로, 이를 활용하여 연산량을 획기 으로 축소할 수 

있었으며, 그 효과는 실험 부분에서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1차원의 템 릿을 사용하므로, 일
반 인 형태의 integral image( 상의 2차원 도우
의 intensity 합을 계산하기 한 용도로 상의 수직
/수평 방향으로 하여 생성)를 생성하지 않고, 수
평 방향으로만 하는 형태의 horizontal integral 
image를 생성하여 템 릿 매칭  에지 검출을 고속

화하 다. Fig. 8의 차로 표시 폭(W)을 갖는 임의의 
치에서의 템 릿 특징값(T)와 에지 특징값(E)는 

integral image(II) 상의 네  (t1, t2, t3, t4)에서의 값
을 이용하여 각각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되며, 에
지 검출의 경우 차로 표시의 안쪽 에지 검출을 해 

좌측 차로 표시 특징(El)과 우측 차로 표시 특징(Er)
을 구분한다.

  ×  

  

   (1)

이와 같이 추출된 특징들, 즉, 차로 표시의 안쪽 
에지들은 좌/우 차로 표시를 추정하기 한 후보
들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차로 표시 검출을 해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리즘을 
용하여 좌, 우 각각 임의로 선택된 두 픽셀로 100개
씩의 좌/우 직선을 추정하고, 각 직선을 만족하는 에
지 픽셀 수를 consensus로 측정하 다.8) 이와 같이 
추정된 좌/우 직선 하나씩으로 구성된 조합을 방 
차로 표시에 한 가설로 생성하고, 모든 가설  최
의 조합을 방 차로 표시에 한 인식 결과로 선

택하 다. 좌/우 직선의 모든 조합 10,000(=100×100)
개에 한 합도를 측정하기 해 좌/우 직선 각각
의 consensus 곱을 기본으로, 차로 폭 조건을 만족하
는지의 여부를 RBF(Radial basis function)를 이용하
여 평가하여 최  조합의 차로 표시 을 검출 하

다. Fig. 9는 검출 를 보인다.
차로 표시 인식 성공 시, tracking 상태에서는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용하여 차로 표시를 추 한

다. 이때, Fig. 10과 같이 검출된 차로 표시의 상하
을 추 하 으며, 추 된 차로 표시를 기 으로 탐

색 역을 최소화하고 차로 표시 을 찾기 한 가

설(직선)의 수를 좌/우 각각 20개로 인다. 이를 통
해 tracking 상태에서의 안정 인 차로 표시 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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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9 Finding optimal lane marking pairs (a) Generated line 

pairs using RANSAC algorithm, (b) Estimated optimal 
line pair

Fig. 10 Four points(red dots) for tracking

가능하며, 조합의 개수를 400(=20×20)개로 임으
로써 실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노면 표시 검출

노면 표시 검출부에서는 검출된 차로 표시를 참

고하여 노면 표시 ROI를 설정하고 역 내에 존재
하는 노면 표시 후보를 생성 후, 노면 표시의 종류를 
인식한다. 도로 주행  인식하기 한 노면 표시의 
종류는 제한이 있고 각 노면 표시는 법규로 지정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부분의 노면 표시 검출을 

한 논문에서는 단순한 템 릿 매칭을 사용한다.9,10) 
하지만 모든 노면 표시가 규격과 정확히 일치하도

록 페인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면의 오염, 
역 에 의한 노면 반사나 그림자 등에 의해 생성된 

후보의 다양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노면 표시 샘 을 취득하고 이들을 활용

하여 분류기를 학습하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도입하여 생성된 노면 표시 후보의 다양성 

문제를 응하 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1 에서는 차로 표

시 템 릿을 이용해 노면 표시 후보를 생성하는 방

법을 설명하고, 3.2 에서는 다단계 검증을 통해 생

성된 노면 표시 후보의 유효성 검증  종류를 인식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1 노면 표시 후보 검출 

노면 표시 검출은 차로 표시 검출이 안정 이라

고 단되는 tracking 상태에서만 수행되며, 노면 표
시 검출을 한 ROI는 Fig. 11과 같이 검출된 차로 
표시 사이로 설정한다.

ROI 내 노면 표시 존재 여부를 단하기 해 차
로 표시 검출을 해 사용했던 integral image를 활용
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값을 Fig. 12와 
같이 y축 방향으로 해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생성한다.
이를 활용하여 노면 표시로 인해 템 릿 특징에 

반응하는 역, 즉 히스토그램 상 높은 값을 갖는 
역을 추출해 이를 노면 표시 후보로 설정한다. 히스
토그램에 임계치를 용해 노면 표시 후보를 검출

하고자 하 으나, 노면 표시의 오염이나 훼손 등으
로 인해 하나의 노면 표시가 단일 역으로 추출되

지 못하고, 일부만을 포함하는 역들로 분리될 수

Fig. 11 ROI for RSM detection (regions between yellow lines)

Fig. 12 Histograms generation by accumulating RSM fea-
tures horizontally (red curve at the left boundary)



센서 융합 기반 정  측 를 한 노면 표시 검출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2, No. 7, 2014 113

있다. , 도로의 오염, 그림자 등으로 인해 노면 표
시가 아닌 역을 잘못 포함할 험이 있다. 이에, 
추출된 역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검토하여 노

면 표시에 해당한다고 단되는 경우만 출력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즉, 히스토그램 값이 0 이상의 
연결된 역을 blob이라 정의하고 이를 노면 표시 
후보 생성을 한 기본 단 로 사용하 다. 검출된 
blob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노면 표시 후보로 발
생시킨 후, 이를 다단계(multi-step) 분류기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 다.

Fig. 13에 blob의 조합을 이용한 후보 검출 방법을 
보인다. 그림과 같이 단일 노면 표시가 두 개의 blob
으로 쪼개어져서 생성되었을 경우 각각의 blob들 
(blob 1, 2)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합에 의해 생성된 
blob (blob 3) 역시 노면 표시 후보로 생성된다.
생성된 후보의 분류를 해 후보 역의 조감도

를 생성하여 크기를 동일하게 하 다.11) 조감도는 
사 에 카메라 캘리 이션  상을 통해 추정

한 롤(roll), 틸트(tilt) 각을 통해 생성하 으며, 검출
된 차로 표시 비 자차의 진행 각(yaw angle)을 계
산하여 노면 표시가 조감도 상에서 수직하게 나타

나도록 하 다. Fig. 14는 조감도로 변환된 노면 표
시의 를 보인다. 

Fig. 13 Concepts for generating RSM candidates with multiple 
blobs

 

Fig. 14 Examples of bird's eye view image of RSM

3.2 노면 표시 인식

본 논문에서는 Fig. 15와 같이 국내 노면 표시  
테스트 주행  상 으로 출 이 빈번하여 분류

기 학습을 해 충분한 수의 샘 을 취득할 수 있었

던 9종의 노면 표시를 인식하 다.12)

노면 표시 검출 인식부에서의 주요 과제인 오인

식 최소화를 해 Fig. 16과 같은 다단계의 노면 표
시 인식  검증을 수행한다. 검출된 후보의 종류를 
인식하기 해 기계 학습 기반의 방식을 채택하 다.
노면 표시 검출 단계에서는 노면의 그림자나 오

염 등으로 인해 노면 표시 이외 다수의 네거티

(negative) 후보들이 생성된다. 더욱이, 히스토그램 
기반 방식에서 생성된 모든 blob의 조합을 후보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검출하고자 하는 노면 표시 외

에 많은 수의 네거티 들이 생성된다. Binary classi-
fication 단계는 이러한 네거티 들을 조기에 걸러내

어 노면 표시의 종류를 인식하는 multi-class classifi-
cation 단계에서의 연산 부담을 이고 시스템의 오
인식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목 으로

Fig. 15 Classification targets in this paper

Fig. 16 Multi-step verification for RSM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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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classifier는 가능한 모든 네거티 를 걸러내

도록 임계치를 높게 설정하여 오인식율(FPR : false 
positive rate)을 0%로 하면서 약 83%의 인식율(TPR: 
True positive rate)을 나타내도록 학습되었다. 사용
된 특징(feature)  분류기는 재까지의 보행자 인
식 분야에서 단일 특징을 사용하는 분류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HOG(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와 linear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 다.13,14)

노면 표시로 분류된 후보는 multi-class classifier에
서 분류하고자 하는 9종의 노면 표시 외에 네거티
까지 포함한 총 10 클래스(class) 분류를 통해 네거티
 여부를 다시 검증받는다. Multi-class classifier는 

HOG를 사용하여 특징 추출을 하고 multi-class SVM
을 사용하여 노면 표시의 종류를 인식한다.15)

이 후, 각 노면 표시별로 규정된 노면 표시의 길이
와 검출된 노면 표시 길이와의 비교를 통해 합성

을 검증하고, 연속 상에서 3 임이상 동일 클

래스로 분류될 때에만 최종 으로 노면 표시의 종

류를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오인식의 발생 가능성

을 최소화하 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의 검증을 하여 한양 학교에서 

성수역 구간에서(Fig. 17) 순환 주행하며 취득한(오
 1회, 오후 2회) 방 상(109,869 임, 약 1시
간 30분간 주행)을 이용해 노면 표시 검출율을 측정
하 다. 평가는 Fig. 18(a), (b)와 같이 정상 주행 시 
방 상에서 확인되는 분류기 에 포함된(9종) 노
면 표시에 한 검출  인식 성공률을 측정하 다. 
Fig. 18(c)와 (d)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려진 
노면 표시는 평가에서 제외하 다.
노면 표시 인식을 해 사용한 HOG feature의 

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평가 지표로는 노면 표시 인식 성공율을 나타내

는 TPR(True Positive Rate), 검출했으나 노면 표시의 
종류 단에 실패한 노면표시 오인식률 FPR(False 
Positive Rate), 그리고 노면표시 검출에 실패한 miss-
ing rate을 사용하 으며, 검증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Fig. 17 Test course (red lines)

 

                         (a)                                               (b)

 

                         (c)                                               (d)
Fig. 18 Driving situations (a), (b) Normal conditions that 

RSM can be detected, (c), (d) RSM cannot be 
detected when vehicle drives over lane markings or 
RSM is invisible due to obstacles

검증 결과, 오인식률을 0%로 유지하면서 약 50%
의 노면 표시를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검출
이 실패한 주요 상황은 교차로 구간에서 평행한 차

선이 존재하지 않거나, 차로 표시나 노면 표시가 오
염 등으로 인해 불분명한 경우 다. 이와 같은 상황
들은 향후에 한쪽 차선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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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parameters for HOG
Parameter Value

Window size 24 × 48 pixels
Cell size 6 × 6 pixels

No. of orientation 9-bins (unsigned)
Block size 2 × 2 cell

Block overlap 0.5 block
Normalization method L2-norm

Table 2 Evaluation results of RSM detection system
총 노면 표시 개수 TPR FPR Missing rate

282 50.35%
(=142/282)

0%
(=0/282)

49.65%
(=140/282)

표시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해결할 정이

다. Fig. 19에 최종 으로 인식된 노면 표시 결과 

를, Fig. 20에 노면 표시 검출 실패 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실시간성 확보를 해 용한 차로 변

경 FSM과 integral image를 이용한 특징 추출의 연산 
시간 단축 효과를 평가하 다. 먼 , 차로 표시 인식
만 수행하면서, detection state만 용했을 때와 FSM

 

                         (a)                                               (b)

 

                         (c)                                               (d)
Fig. 19 RSM detection results (a) Notice cross-work, (b) Left 

turn, (c) Forbidden left turn, (d) Straight

 

                         (a)                                               (b)
Fig. 20 Missed RSMs (a) In an intersection, (b) Visible only 

one side of lane markings

Table 3 Comparison of processing speed

측정 범 FSM 용 Integral image
용

수행시간

(ms / frame)

차로 표시

인식

X X 49.73 
O X 34.33 

 과정
O X 56.36 
O O 29.19 

을 용 했을 때의 실행 시간을 비교한 결과, 약 30%
의 수행시간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하 다. , 노면 
표시 검출까지 포함한  과정에서의 integral image 
사용 여부에 따른 임당 수행시간을 비교한 결

과, 약 48%의 수행시간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하
다. 실험은 3.4GHz PC, windows 7 환경에서 수행되
었으며, 제안 시스템은 visual C++ 2010으로 구 되

었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과와 같이, 제안하는 차로 변경 FSM과 integral 

image를 이용한 특징 추출은 모두 효과 으로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측
정된 시스템의 임 당 연산 시간은 29.19 ms로 측
정되었는데, 이는 당 약 34 임의 상을 처리 

가능한 것으로 시스템의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 융합 기반 정  측 를 한 

상 기반 노면 표시 검출 방법에 해 설명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오인식 최소화  실시간 처리 가능

한 수 의 상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주안 을 두었다.
실시간 동작성을 확보하기 하여, 제안 시스템

은 주행상황에 한 FSM에 따라 차로 표시 검출 
역과 탐색 방법을 변경하고, 차로 표시와 노면 표시 
검출을 한 특징 추출을 단순한 템 릿 매칭으로 

공용화하고, 이를 horizontal integral image로 구 하

다. 노면 표시의 검출을 해 다단계의 검증을 실
시함으로써 오인식을 발생하지 않고 유효한 수 의 

검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후    기

본 연구는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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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제명 “GPS-DR, 상  도로 정보를 융합한 횡
방향 정 도 20 cm 이내의 가형 측  시스템 개

발”, 과제번호: 10045880)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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