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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자동차가 보급된 이래로 주행 중 안전에 대한 관심은 끊

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도로의 차선이나 앞서가는 차량은.

각각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기반기술들이 발전해감에 따라 차. ,

선인식 차량인식 및 전방 차량과의 거리인식 기술 등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파생기술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러나 이들 기술은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을 믿고 맡길만한

정확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차선인식 및 차량인식 등.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좋은 장비를 사용한다거

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나 차량용 블랙박스에 부가적인 기능으,

로써 차선이탈경고 시스템이나 전방(lane departure warning) ,

차량충돌경보 시스템 등(forward collision avoidance warning)

을 최근 스마트 카 에 접목시켜 실용화하고 있는(smart car)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자 안전 보조 장치는 고급차.

량에는 장착되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이러,

한 안전운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운전자 안전 보조 시스템의 구현

을 위해 카메라 영상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 영상에서 주( )

야간 상황에서 차선을 검출하고 차량을 검출하여 차간거리,

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또는 스

마트폰 등에 구현하기 위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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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안한다 차선인식 및 차간거리 인식을 위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란 그림 과 같이 차선인식 차량검출 및 차1 ,

간거리 추정을 위해 입력영상의 비전처리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과정의 중요성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차선인식 및 차량검출 알. ,

고리즘들이 차량에 고정된 영상 입력장치를 사용하기 때문

에 입력 영상장치의 설치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차선과 차

량이 나타나는 영상 영역을 사전에 인식하는 과정인 캘리

브레이션의 정확도는 해당 알고리즘들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행 중인 차량에서의 영상처. ,

리는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정확

하게 된다면 영상처리하는 영역관심영역을 줄임으로써 실( )

시간 성능에 더욱 효과적이다 차량에 저비용으로 탑재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임베디드

장비들은 일반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다 따라서PC .

우리가 원하는 주행보조기능을 임베디드 기기에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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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차량블랙박스영상.

Fig. 1. Car blackbox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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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처리속도의 향상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

래서 처리해야 할 영상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상처리분야인 만큼 차선 및 차량이 위치한

를 찾아내어 분리하는 과정이 반드ROI (Region of Interest)

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 과정은 입력영상에. ,

따라 처리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력

영상에 대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처리하

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에서 촬영되는 카메라 영상을 차선인식 차간거리,

추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카메라 캘리브

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장에서는 제안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한II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장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캘, III

리브레이션 방법의 실제 구현 결과로 다양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과 추후 과제에. IV

대하여 언급한다.

제안하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II.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선인식 및 차간거리2

추정을 위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

내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입력영상이 일정 속력 이상으.

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촬영되며 카메라는 차량 정면을 향

한 상태로서 차량 양쪽 차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영상이라

고 가정한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총 단계로 진행되는. 3

데 먼저 입력된 영상 내에서 도로가 나타나는 가장 상단부,

분인 지평선의 위치(

를 결정하는 단계와 지평선의 위치) ,

를 결정한 후에 영상 내에서 도로가 나타나는 가장 하단부

분인 자동차 보닛 영역(bonnet) (

을 결정하는 단계 마지) ,

막으로 양 차선이 

에 걸쳤을 때의 차선 간격을 토대로

차선의 폭( 을 추정하는 단계이다 도로의 소실점은 차선) .

이 

에 걸치는 위치를 기반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입력영상에서 차

량 전방의 차선 및 차량이 나타나는 관심영역만을 구분하

여 영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

지평선 영역1. (

의 결정)

지평선 영역(

을 결정하는 방법의 순서도는 그림 에) 3

나타내었다 지평선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력영상의 에.

지영상을 이용한다 에지영상을 생성하는 데에는 캐니 에지.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에지영상에 허프 변환을 거[1] . (Hough)

치면 영상의 직선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여기서 추출된 직.

선들 중 차선을 구별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몇 가지 조건들을 적용하여 직선들을 분

별한다 직선들을 분류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직선의.

기울기를 사용한다 입력영상에서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

은 항상 일정한 기울기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는. 4

입력영상에서의 차선의 기울기를 임의로 표현한 것이다 여.

기서 왼쪽 차선의 기울기 는 항상 보다는 크고 보다a 0° 90°

는 작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차선의 기울기 는 항상 보. b 90°

다는 크고 보다는 작다 직관적으로 각 차선 기울기의180° .

범위는 차선을 변경중인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좁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정한 기울기를.

기준으로 입력영상의 매 프레임에서 좌 우 차선의 후보들,

을 뽑아서 일정 개수가 모일 때까지 수집한다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은 항상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된

차선들을 겹쳐놓으면 그림 와 같이 대부분의 차선 교점들5

그림 3. 지평선(

결정순서도) .

Fig. 3. The flowchart of the horizon estimation.

그림 4. 기울기에따른차선으로의분류.

Fig. 4. Lane determination based on the line angle.

그림 5. 좌우차선의중첩된영상- .

Fig. 5. Accumulated lanes for the estimated left-right lines.

그림 2. 제안하는카메라캘리브레이션순서도.

Fig. 2. The overall flowchart of the proposed camera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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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이게 되는 점이 생기며 이 점이 바로 소실점,

이다 각각의 차선 교점들을 도로의 소실점(vanishing point) .

후보로 보고 소실점 후보의 수가 일정 프레임동안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산출될 소실점 위치에 대한 신

뢰도를 구하여 기준보다 높으면 소실점 위치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실점을 구하는 과정을 재 반복한다 소실.

점 위치에 대한 신뢰도는 그림 과 식 에 의해 결정된6 (1)

다 그림 에서 소실점이 영역에 모여 있을수록 신뢰도가. 6 A

높아진다 소실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나면 이 위치가 곧 지.

평선(

의 위치가 된다) .

소실점신뢰도 
영역소실점

영역소실점영역소실점

× 100 (1)

자동차 보닛영역2. (

의 결정)

자동차 보닛 영역(

을 결정하는 방법은 지평선 영역)

(

을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평 에지영상을 이용한)

다 그림 과 은 각각 보닛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의 순서. 7 8

도와 보닛 영역 결정 개념도를 보인다 보닛 부분은 입력.

영상 내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임 및 에지성분의 변화가 거

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지영상에 대한 누적영상을 이

용한다 보닛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입력영상의 에.

지영상을 일정 프레임 이상 누적시킨 영상을 두 개 연속으

로 생성한다 그 다음 그림 와 같이 각각의 누적영상에 대. 9

한 가로축 프로젝션수평에지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누적( ) .

된 에지영상의 가로축 프로젝션 히스토그램에서 연속적으

로 신뢰도 높게 보닛 영역이 검출된다면 최종 보닛 영역으

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노이즈 성분으로 인하여 잘못된 보.

닛 영역이 일시적으로 검출된다면 새로운 입력영상에서 신,

뢰도 높은 보닛 영역이 검출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닛 영역

을 검출함으로써 최종 보닛 영역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도록 한다 이러한 신뢰도는 식 와같이. (2) 번의 보닛 영

역을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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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폭3. ( 결정)

차선 폭( 은 입력 영상에서 양쪽 차선이 보닛 영역) 


에 걸쳐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차선폭을 결정하는.

그림 6. 소실점의신뢰도를구하는영역.

Fig. 6. The area to obtain the reliability of the vanishing point.

그림 7. 보닛영역(

결정방법순서도) .

Fig. 7. The flowchart of bonnet area estimation.

그림 8. 입력영상시퀀스에서보닛영역결정개념도.

Fig. 8. The concept diagram of the bonnet area estimation based

on the input image sequences.

그림 9. 입력영상수평에지성분의누적히스토그램.

Fig. 9. The accumulated histogram for the horizon edges.

그림10. 차선폭( 결정순서도) .

Fig. 10. The flowchart of the lane width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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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과정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차선의 폭을 결정하10 .

기 위해서 우선 입력영상으로부터 차선의 화소를 검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차선의 화소 검출은. 

과 


사이의 관

심 영역 내에서(ROI) 축세로축을 따라 이루어진다 소실( ) .

점의 축가로축 좌표를 중심으로 좌 우 방향으로 밝기( ) ,

값이 최고가 되는 피크 화소차선화소를 탐색하여 밝기 임( )

계 값 이상의 가장 밝은 화소가 쌍 으로 존재하는 경우(pair)

를 발견하면 해당 쌍 화소를 차선 화소라고 추정화게 된다.

그림 은 관심 영역에서 차선화소를 검출한 예를 잘 보여11

주고 있다 차선 화소의 쌍을 찾아내게 되면 동시에 해당. y

축 좌표에서의 차선 간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얻게 된 차.

선 넓이들에 모델 근사 방법 중 한 가지인 알고RANSAC

리즘 을 적용하여 양쪽 차선의 전체 폭을 얻는다 이 때[2] . ,

에 적용한 차선폭의 모델은 그림 에서와 같이RANSAC 12 1

차식의 직선 방정식이며 각 프레임에서 나타난 점들peak

이 개의 점이 될 때까지 수집하여 근사식을 구하였다150 .

이후 같이 일정 프레임 동안 추가로 수집된 차선폭 데이터

들이 가 영역에 많이 분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우Positive

리가 구하고자하는 차선폭이라고 결정하게 된다.

실험 결과III.

제안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다양한 플랫폼(PC,

내비게이션 스마트폰과 다양한 환경주간 야간 국도 및, ) ( , ,

고속도로 등의 실험영상에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대부) .

분의 영상에서 정상적으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몇몇 특수한 환경에서는 몇 번.

을 재시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얻지

표 1. 캘리브레이션수행결과.

Table 1. Camera calibration results.

구분 실험영상 시도 성공 실패 성공률 (%)

고속도로

주간( )
24 69 68 1 98.55

고속도로

야간( )
22 184 170 14 92.39

국도

주간( )
14 28 26 2 92.85

국도

야간( )
17 34 28 6 82.35

못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전체 실험 결과는 표 에 나타내. 1

었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국도 고속도로에서 주 야간에. , ,

촬영된 도로주행 영상들로 주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

들이다 각 영상의 길이에 따라 서로 다른 주행 구간에 대. ,

해 적게는 회에서 많게는 회까지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을1 3

실험하였다 모든 시도는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 캘리브.

레이션 결과가 실제 지평선 보닛 차선을 정확히 분리해낸, ,

경우 성공 그렇지 못할 경우 실패라고 분류하였다, .

캘리브레이션의 성공률은 차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고속

도로에서 그 성공률이 확실히 높았다 해질녘의 태양이나.

반대차선 가로등 등의 조명에 의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

고 차선보다 중앙분리대의 모서리가 더 뚜렷하게 보이거나,

차선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에도 실패하였다 그림 과 그. 13

림 는 각각 캘리브레이션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14

를 보여준다 성공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진 영상들.

의 경우 완료되는 데에 평균 여 프레임이 소요되었다, 300 .

를 사용하는 일반 에서 주행 환경에 따라 대Intel i5 CPU PC

략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10~30 .

그림13. 캘리브레이션에성공한경우.

Fig. 13. A successful case of the calibration process.

그림11. 차선화소검출.

Fig. 11. Detection of lane pixels.

그림12. 알고리즘을활용한차선폭결정RANSAC .

Fig. 12. Lane width estimation based on RANSAC algorith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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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캘리브레이션에실패한경우.

Fig. 14. Several failure cases of the calibration process.

그림15. 우천시의성공적인캘리브레이션사례.

Fig. 15. A successful case of the calibration process in rainy

weather.

그림16. 야간국도에서의성공적인캘리브레이션사례.

Fig. 16. A successful case of the calibration process in night

Route.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수18

행을 임베디드 환경인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에서 시행하여 차선인식 및 차량인식을 테스트 해

본 결과 화면이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A9 Dual 1GHz CPU,

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주행 상황에 따512MB DDR3 RAM

라 캘리브레이션 완료에 약 초 초 정도가 소요되었다20 ~50 .

사용된 영상의 크기는 이며 초당 프레임을 처300*200 5~8

리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환경 테스트를 위한 기기로.

는 기종을 사용했고 캘리브레이션 완료에Google Nexus 5

걸린 시간은 주행 상황에 따라 초 정도였으며 초당20~40

프레임을 처리했다6~12 .

결론 및 추후과제IV.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운전자 안전보조 장치로 내비게이

션이나 블랙박스에서 차선이탈경보 및 전방차량 추돌 방지

를 위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차선인식과 차량검출을 위한 관심영역

을 찾는 과정으로 정확한 관심영역은 차선인식과 차(ROI)

량검출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시

스템의 특성상 비전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험한 결과 캘리브

레이션의 정확도는 약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고94% , intel

를 사용하는 에서 실험하는 경우 캘리브레이i7-3770 CPU PC

션 과정의 평균 처리속도는 로 나왔다 캘리브17 frame/sec .

레이션 과정으로 도로 영역만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할 영

역의 크기가 입력 영상에 따라 정도로 감소하였다1/2~1/6 .

추후과제로 실패한 캘리브레이션 경우를 참고해서 도로

상에서 촬영되는 영상들의 특수한 경우까지도 고려하여 좀

더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캘리브레이션에 걸리는 시,

간을 초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알고리즘 상에서 수행 시20 .

간을 단축 시킬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좀 더 적은

시간 내에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그림17. 야간고속도로에서의성공적인캘리브레이션사례.

Fig. 17. A successful case of the calibration process in night

highway.

a b c

그림18. 다양한플랫폼환경에서의실험 차량용내비게. (a), (b)

이션환경 안드로이드스마트폰환경, (c) .

Fig. 18. Testing on the various platform environments. (a), (b) Car

navigation environment, (c) Android smart pho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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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일정 속력 이상으로.

주행 중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위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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