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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양 프로세서를 위한 실시간 주행 방향점 검출 기법

A Real-time Detection Method for the Driving Direction Points of a
Low Speed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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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real-time detection method of a DDP (Driving Direction Point) is proposed for an unmanned 
vehicle to safely follow the center of the road. Since the DDP is defined as a center point between two lanes, the lane is first 
detected using a web camera. For robust detection of the lane, the binary thresholding and the labeling methods are applied to 
the color camera image as image preprocessing. From the preprocessed image, the lane is detected, taking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lane such as width into consideration. If both lanes are detected, the DDP can be directly obtained from 
the preprocessed image. However, if one lane is detected, the DDP is obtained from the inverse perspective image to guarantee 
reliability.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several experiments to detect the DDPs are carried out using a 4 wheeled vehicle 
ERP-42 with a web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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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통사고의 97%는 인간의 잘못이다. 이 때문에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기술들이 

센서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2010년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1,609km를 사람의 개입 없이 달리는

데 성공했고, 네바다주에서 법적으로 무인자동차를 허용하

면서 단순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아닌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다

양한 완성차 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무인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이 2010년과 

2012년에 제1, 2회 무인자율주행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에 3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무인 자동차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1]. 
무인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

속, 정확한 차선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

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차선 인식을 

위해 비전센서를 이용하였다. 도로의 기하학적 모델을 이용

해 차선을 검출하는 B-snake 알고리즘은 CHEVP (Canny/ 
Hough Estimation of Vanishing Point) 알고리즘을 적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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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F (Gradient Vector Flow),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측정된 차선과 모델링된 차선

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신뢰성 높은 차선을 획득한다[2]. 하
지만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 검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
음으로 Canny 에지 검출 기법에 의해 차선의 에지를 검출

한 후 Hough 변환을 적용하여 차선의 직선 파라미터를 획

득하는 방법도 제안 되었다[3]. 이 경우 Hough 변환은 차선 

픽셀의 연속성만을 고려한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유효 차

선 인식을 위한 다양한 전처리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

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카메라 이미지를 역 투영 변환하여 

획득한 탑 뷰(top view) 이미지를 이용해 차선을 검출하기

도 하였다[4]. 그리고 칼만 필터를 이용하거나 도로의 기하

학적 모델과 가버 필터를 이용한 방법도 제안되었다[5,6]. 
또한 측정 대상과 목적에 따라 3개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7]. 그 외에 안개 등에 의해 카메라로 

인식이 어려운 환경에서 LRF를 이용해 차선을 인식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8]. 하지만 이 경우 도로와 차선에 투사

된 레이저 빔의 반사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거리의 차선 

인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차선 인식 기법들은 높은 신뢰성을 갖고 

차선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영상 전처리 과정 및 차선 인

식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검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저 사양 프로세서

를 이용할 경우 알고리즘 적용이 매우 어려워진다. 본 논문

에서는 실시간 차선 인식을 위해 영상 전처리 과정을 이진

화와 레이블링으로 간소화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전처리 이

미지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 중앙을 따라 주

행할 수 있는 주행 방향점을 획득한다. 이 때 양 차선이 검



A Real-time Detection Method for the Driving Direction Points of a Low Speed Processor 951

그림 1. 시스템 구성.
Fig. 1. System Configuration.

(a) Original binary image. (b) ID 1 assignment for an un- 
labeled object pixel.

(c) 4-connectivity labeling. (d) Height() and width() 
of the object with ID=1.

그림 3. 레이블링 과정.
Fig. 3. Labeling process.

출될 경우와 한 차선이 검출될 경우를 분리하여 주행 방향

점을 획득한다. 양 차선이 검출 될 경우 전처리 이미지에서 

직접 주행 방향점을 획득하며, 한 차선이 검출 될 경우 역 

투영 변환을 통해 주행 방향점을 획득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였다. 일반적인 주행에서 자동차는 대부분 차선과 평행하

게 주행하기 때문에 양차선이 검출되어 이미지로부터 실시

간으로 주행 방향점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계산량이 작아 

성능이 낮은 저 사양 프로세서를 사용하더라도 무인 자동

차의 자율 주행 제어가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차선인식을 위한 카메라를 

부착한 4륜 자동차 시스템 구성과 이진화 및 레이블링을 

통해 강인하게 차선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차선 인식 결과를 이용해 자동차가 도

로 중앙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주행 방향점

을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I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 방향점을 획득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본론

1. 전체 시스템 구성

전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4륜 자동차 ERP-42, 차선 

인식을 위한 웹 카메라 V-UBQ42, 영상 처리 및 자율 주행 

제어를 위한 휴대용 PC로 구성된다. 이 때 카메라의 영상 

정보는 USB 통신을 통해 PC로 전달되며 자동차의 자율 주

행을 위한 제어 명령은 RS-232 시리얼 통신을 통해 PC에서 

자동차의 제어기로 전달된다. 자동차의 제어기는 ATmega128 
MCU를 기반으로 하며 PC와 통신뿐만 아니라 엔코더, 초음

파 센서와 같은 자동차 내부 센서 인터페이스 및 모터의 

속도, 위치 제어를 수행한다. 이 때 자동차의 전륜과 후륜

에는 직진 속도 제어를 위한 IG32P DC모터와 조향 제어를 

위한 MG995 서보 모터가 각각 1개씩 부착되어 있다. 이 

때 자동차의 조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륜과 후륜의 

조향각을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설정함으로써 

회전 반경을 줄였다.
2. 차선 인식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명 변화에 민감하고 영상 

잡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인한 차선 인식을 위해 먼저 이

진화(binary thresholding)와 레이블링(blob labeling)을 통한 영

상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차선의 폭과 같은 차

선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 영상 잡음을 제거하고 유효 차선

을 검출한다. 이 때 카메라 이미지의 크기는 640x480이다.

(a) RGB color image. (b) Binary image.

그림 2. 이진화.
Fig. 2. Binary thresholding.

2.1 영상 전 처리 과정

2.1.1 이진화

이진화는 이미지상의 물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먼저 그림 2(a)에 보이는 RGB 컬러 이미지로부터 밝기값 

I(x,y)을 갖는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gray scale image)를 구

한다. 여기서 I(x,y)는 이미지 상의 (x,y) 픽셀의 밝기를 의

미한다. 다음으로 문턱값 (threshold value) TI에 의해 

 ≥일 경우 물체,  일 경우 배경으로 

구분한다. 이 때 문턱값 TI는 물체와 배경 밝기의 사이 값

인 190으로 설정하였다. 이진화 결과로서 물체와 배경은 그

림 2(b)와 같이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율 주행에 필요

한 전방 차도 영역 ( ≤  ≤)만을 관심 영역 (ROI: 
Region of Interest)으로 정의하여 이진화를 수행함으로써 계

산량을 줄이도록 하였다.
2.1.2 레이블링

이진화 영상으로부터 차선을 인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

이 4-근방 (4-connectivity) 레이블링을 수행한다. 먼저 이진

화 영상의 물체와 배경을 그림 3(a)와 같이 각각 0과 255값
으로 초기화한다. 다음으로 그림 3(b)와 같이 이미지를 스

캔하며 0인 픽셀을 찾아 ID를 부여하고 시작점으로 설정한

다. 시작점으로부터 4-근방의 이웃픽셀을 확인하며 0인 픽

셀에 시작점과 같은 ID를 부여해 하나의 물체를 레이블링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이미지를 스캔하며 

모든 물체들의 레이블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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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ise detection. (b) Object detection.

그림 4. 물체의 크기 조건에 의한 잡음 판별.
Fig. 4. Noise detection with object size condition.

(a) Labeling result. (b) Image noise detection (CL< Tw).

(c) Effective lane detection (CL≥ Tw).  (d) Resultant lane.

그림 5. 차선폭 조건에 의한 유효 차선 검출.
Fig. 5. Lane detection with lane width condition.

   (a) 2 horizontal lines definition.    (b) Lane candidate detection.

(c) Effective lane segment detection.       (d) DDP acquisition.

         (e) DDP set acquisition.

그림 6. 양쪽 차선 검출 시 주행 방향점 획득.
Fig. 6. DDP acquisition for both lane detection.

2.2 유효 차선 인식

레이블링을 통해 획득된 물체들 중 유효한 차선 후보물

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2단계 필터링을 수행한다. 1단계 필

터링에서는 그림 4와 같이 물체의 크기가 WLxHL 보다 작은 

물체들을 잡음으로 간주하여 제거한다. 이 과정을 통해 랜

덤 이미지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선의 방

향 등 자율 주행에 유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작은 물

체들은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WL와 HL은 관심 영역의 수

직 길이의 30%로 정의하였다. 
1단계 필터링 후 2단계 필터링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차

선폭 정보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그림 5(a)에는 레

이블링을 통해 검출된 2개의 물체에 대해 1과 2의 ID가 부

여된 상태이다. 각 물체에 대해 일정 간격으로 10개의 폭 

wxi (i=1,2,…,10)를 구한 후 폭의 너비가 유효 차선의 기준 

폭 wL보다 작을 경우 유효 차선폭의 개수 CL을 1씩 증가시

키고 클 경우 CL을 1씩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유효 차선 

폭 개수 CL이 그림 5(b)와 같이 유효 차선 판단을 위한 문

턱값 TW보다 작을 경우 잡음으로 인식하여 제거하고 그림 

5(c)와 같이 TW 이상일 경우 유효 차선으로 인식하여 그림 

5(d)와 같이 유효 차선만을 검출하게 된다. 여기서 문턱값 

TW는 검출된 차선폭 중 70% 이상이 유효 차선폭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0.7로 설정하였다.

3. 주행 방향점 획득

검출된 차선 정보로부터 차량이 차도 중앙을 따라 안전하

게 주행할 수 있도록 주행 방향점(DDP: Driving Direction 
Point)을 획득한다. 이 때 양 쪽 차선이 검출된 경우와 한 쪽 

차선만 검출된 경우로 분리하여 주행 방향점을 획득한다.
3.1 양쪽 차선이 검출된 경우 주행 방향점 획득 

차량이 직선 도로를 따라 주행할 경우 카메라에 의해 양

쪽 차선 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먼저 양쪽 차선의 중점

을 구하기 위해 그림 6(a)와 같이  만큼 떨어진 2개의 

횡선 방향으로 스캔하여 유효 차선폭 wL 보다 작은 차선폭

을 갖는 선분 A’, B’, C’, D’, E’을 구하고 각 선분의 중점

을 A, B, C, D, E로 정의한다. 이렇게 획득된 중점들 중에

서 2개를 택해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선분을 평가해 유효 

차선을 검출한다. 각 선분을 이루는 두 점 사이에 픽셀 값

이 모두 물체에 해당하는 0일 경우 유효 차선으로 인식하

고 배경에 해당하는 255가 포함될 경우 유효 차선에서 제

외시킨다. 예를 들어 그림 6(b)와 같이 A, B, C 점이 있을 

때 선분   사이의 픽셀 값은 모두 0인 반면에  ,   

사이에는 255값이 포함되어 만 유효 차선이 되고 

와 는 유효 차선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그림 6(c)와 

같이 고립된 점 C는 영상 잡음으로 간주되어 제거된다. 이

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그림 6(d)와 같이 와 가 유효 

차선으로 검출 된다. 이 때 주행 방향점인 양 차선의 중점

은 같은 횡선 상의 두 점으로 이루어진 선분 과 의 

중점 M1, M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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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차량 좌표계와 이미지 좌표계 정의.
Fig. 7. Definition of car and image frames.

림 6(e)와 같이 양 차선이 검출된 영역에 대해  간격으

로 중점 Mi (i =1,2,...,n)를 획득하고, 이로부터 주행 방향점 

집합 SDDP={M1,M2,…,Mn}를 정의한다. 여기서 는 관심 

영역을 수직방향으로 11등분 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양 차선

이 관심 영역 전체에 걸쳐 검출된 경우 최대 10개의 중심

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주행 방향점 집합 

SDDP로부터 차선의 방향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어 차량의 자

율 주행 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
3.2 한쪽 차선만 검출된 경우 주행 방향점 획득 

한쪽 차선만 검출 된 경우 2차원으로 투영된 이미지로부

터 주행 방향점을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차원 투영 이미지로부터 탑 뷰 (top view) 영상을 획득하

기 위해 역 투영 변환을 수행한 후 차도폭 정보를 이용해 

차도의 중점을 획득한다. 이렇게 획득된 중점을 2차원 이미

지로 재 투영해 주행 방향점을 구한다.
3.2.1 역 투영 변환 

카메라는 3차원 공간의 점들을 2차원 이미지 공간으로 

투영하는 장치이다. 역 투영이란 2차원 이미지 공간으로 투

영된 점들로부터 3차원 공간의 점들을 복원하는 것이다. 하
지만 투영된 이미지는 거리정보가 소실되기 때문에 3차원

으로 역 투영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하학적 관계를 알고 

있는 두 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경우에는 카

메라가 3차원 공간이 아닌 2차원 바닥면을 인식하기 때문

에 단일 카메라를 이용해 역 투영 변환이 가능하다. 먼저 

역 투영 변환을 위해 3차원 좌표계인 차량 좌표계 {V}, 카
메라 좌표계 {C}와 2차원 좌표계인 이미지 좌표계 {I}를 

그림 7과 같이 전역 좌표계 {W} 상에서 정의하였다. 차량 

좌표계 {V}는 원점이 바닥에 위치하고 Zv가 차량의 진행방

향을 나타내도록 정의하였다. 카메라 좌표계 {C}의 원점은 

바닥에서 h만큼 떨어져 있고 바닥을 향해 만큼 기울어지

게 정의하였다. 이 때 카메라의 광학축은 Zc로 설정하였다.
차량 좌표계 {V}를 기준으로 한 점 VP와 카메라 좌표계 

{C}를 기준으로 한 점 CP 사이의 관계는 {C}와 {V} 좌표

계 사이의 균질 변환 행렬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 
에 의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Xc축에 대해 만큼 회전 후 회전된 카메라 

좌표계의 Yc축 방향으로 h만큼 평행 이동하는 변환 행렬이

다. 그리고 VP는 바닥면 위에 있는 점으로 Yv축 성분이 0이
되어 식 (1)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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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적으로 점 CP는 VP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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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으로 카메라 좌표계 {C}를 기준으로 한 점 CP와 이

미지 좌표계 {I}를 기준으로 한 점 IP 사이의 관계는 식 (4)
와 같다.





 





  (4)

여기서 A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인 초첨 F(fx, fy), 카메라 

광학축의 주점 Pc(cx, cy), 이미지 센서의 비대칭 계수 ζ로 

구성된 3x3 행렬이며 s는 카메라 모델의 비례 상수이다. 카
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Open Source 기반인 GML C++ 
Calibration Toolbox를 이용해 획득하였다. 행렬 A와 비례 상

수 s에 의해 식(4)로부터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최근에 생산된 카메라의 경우 이미지 센서의 비대

칭 오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부 파라미터 중 비대칭 계

수 ζ는 0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식 (5)의 양변에 A-1을 

곱해 CP에 대해 정리하면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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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 (5)에서 카메라 모델의 비례 상수 s는 Cpz가 되므

로 식 (6)으로부터 CP는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이 때 식 (3)과 (7)의 우변이 같다고 놓으면 세 개의 미지

수 Vpx, Vpz, Cpz에 대한 선형계를 식 (8)과 같이 정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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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tected lane points. (b) Inverse perspective image 
(IPI).

(c) DDP acquisition from IPI. (d) DDP acquisition by perspec- 
tive projection.

그림 8. 한 쪽 차선 검출 시 주행 방향 점 획득.
Fig. 8. DDP acquisition for one lane detection.

표 1. 웹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Table 1. Intrinsic parameters of the web camera.

카메라 Logitec, V-UBQ42 (CMOS)
초점거리 F( fx, fy) 699.059, 702.754 (Pixel)
주점 Pc(cx, cy) 323.717, 262.837 (Pixel)

    (a) Both lane detection.      (b) Right lane detection.

(c) Left straight lane detection. (d) Right curved lane detection.

    (e) Left curved lane detection.           (f) Right lane detection.

그림 9. 검출된 차선에 따른 주행 방향점 획득 결과.
Fig. 9. DDP acquisition result for detected lane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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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식 (8)의 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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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따라서 식 (9)를 이용하여 이미지 좌표계 {I} 상의 점 IP로
부터 차량 좌표계 {V}로 역투영된 점 VP=(Vpx, 0, Vpz)를 획

득 할 수 있다.
3.2.2 역 투영 변환에 의한 주행 방향 점 획득

그림 8(a)와 같이 한 차선이 검출된 경우 유효 차선을 이

루는 두 점 IPA(IpA,x,IpA,y), IPB(IpB,x,IpB,y)를 역 투영 변환하여 

그림 8(b)와 같이 VPA(VpA,x,0,VpA,z), VPB(VpB,x,0,VpB,z)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그림 8(c)와 같이 Zv축과 벡터 가 이

루는 각을 라 하고 차도의 폭을 Ld라 하면 두 점 VPA, VPB

를 기준으로 한 차도의 중점 VMA, VMB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10)

   cos


  (11)

이렇게 구해진 차도의 중점 VMA, VMB를 이미지 평면으로 

재 투영하면 그림 8(d)와 같이 주행 방향점 IMA, IMB를 구할 

수 있다. 양 쪽 차선이 검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관

심 영역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주행 방향점 집합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때 차도의 폭 Ld를 모를 경우에는 양 차선이 검출된 

이미지의 차선점들을 역 투영 변환하여 Ld획득한 후 제안

한 차선인식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하다.

III. 주행 방향점 획득 실험 결과

1. 실험 환경

차선 인식을 위한 웹 카메라를 부착한 4륜 자동차 

ERP-42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웹 카메라는 차도 바

닥면에서 h=44cm 만큼 떨어진 위치에 차도를 향해 θs=20°
만큼 기울어지도록 부착되어 있다. GML C++ Calibration 
Toolbox를 이용해 구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표 1과 같

다. 차도는 검정색 배경에 노란색 차선으로 구성하였으며 

차도의 폭 Ld는 82cm로 설정하였다. 조도는 1000 Lux인 환

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 결과

차선 검출 및 주행 방향점 획득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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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DP at 17 frame.       (b) DDP at 38 frame.

     (c) DDP at 53 frame.       (d) DDP at 67 frame.

(e) DDP graph for Y = 300.

그림10. 직진 주행에 따른 주행 방향점 변화 그래프.
Fig. 10. DDP graph for straight traveling.

그림 9(a)에서는 양 차선이 검출되었을 경우이며 검출된 차

선은 박스로 표시하고 주행 방향점은 점으로 표시하였다. 
이 경우 차도의 중심점들이 주행 방향점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b), (c)에서는 오른쪽과 왼쪽 직선 

차선이 검출되었을 경우 주행 방향점이 차도 중심에 직선

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d), (e)에서는 

오른쪽과 왼쪽 곡선 차선이 검출되었을 경우 차도 중심 위

치에 검출된 차선과 같이 곡선으로 주행 방향점이 검출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9(f)에서는 직선

과 곡선이 혼재할 때 차도 중심 위치에 검출된 차선의 형

태와 같이 직선과 곡선이 혼재한 형태로 주행 방향점이 검

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는 70 프레임동안 차량을 직진하면서 Y=300 

위치에서 주행 방향점 DDP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차량이 

직진함에 따라 주행 방향점 DDP는 그림 10(a)-(d)에 보이는 

것과 같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c), 
(d)의 경우에는 주행 방향점의 X 값이 음수가 되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DDP의 

변화를 그림 10(e)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53 프레임

과 67 프레임에서 DDP가 음수가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획득된 DDP를 이용해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조향을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PC (AMD Dual Core 1.5Ghz) 사양에

서 Canny 에지 검출 후 Hough 변환 통해 차선 검출 및 주

행 방향점을 획득할 경우 0.084s가 소요되지만 제안한 방법

을 이용할 경우 0.012s가 소요되어 약 7배 빠른 결과를 보

였다. 이것은 차량이 100km/h로 주행할 경우 0.012s마다 주

행 방향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주행 거리 0.3m마다 인식한

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용한 것보

다 처리 속도가 낮은 저 사양 프로세서에서도 실시간 주행 

제어를 위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 사양 프로세서를 위한 이미지 기반 차

선 인식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외란에 강인한 

차선 인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이진화와 레이블링을 

수행하였고 차선폭과 같은 차선 특징을 이용해 유효 차선

을 검출하였다. 검출된 차선으로부터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는 주행 방향점을 획득하였다. 이 때 양 차선이 검

출된 경우 카메라 이미지를 기반으로 주행 방향점을 획득

하고 한 차선이 검출된 경우 역투영 변환을 통해 주행 방

향점을 획득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Hough 변환 기반 차선 

인식 기법보다 7배 정도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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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 전기 · 컴퓨터공학부 BK21 
박사후연구원. 2007년~현재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부교수. 
관심분야는 원격이동로봇제어, 다중이동로봇제어, 이동로봇

전복회피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