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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선 검출은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및 자율주행 차량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

술로서, 차선 검출 결과를 이용하여 BSM(Blind Spot

Monitoring), LDW(Lane Departure Warning), RMD

(Road Mark Detection), LKP(Lane Keeping) 등의 

기능 수행에 함께 사용된다.

스마트카 구현에 사용되는 다양한 센서 중 카메라 

센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 영상을 이용하면 하나의 센서로 많은 

양의 정보를 한번에 습득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의 검출 기능 구현이 가능하므로 다른 

센서에 비해 카메라 센서의 활용도가 높다. 본 연구

에서는 차량의 전방에 부착된 단안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의 차선 검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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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차선을 검출할 때 주목할 점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 의한 차선의 변화이다. 차선 검출의 실

제적인 활용을 위하여 조도 변화, 주변 물체, 도로를 

횡단하는 입체 교차로나 다리 등에 의한 그림자, 터

널 등 조명의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차선을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적을 이용하여 정확하면서도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차선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이미지 처리는 다른 센서에 비하여 연산량이 

많아 고사양의 컴퓨팅 환경이 요구된다. 그러나 차선 

인식 알고리즘의 보편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경우 

요구되는 고사양 계산 환경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나 네비게이터 등의 애프터마

켓 제품에 부가 기능으로 차선인식 알고리즘을 탑재

할 경우에는 별도의 GPGPU등의 가속기를 사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저사양 PC 또는 임베디드 환

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실시간성을 중요한 개발 목

표로 설정하였다.

이 후 2장에서 영상 기반의 차선 검출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핵심을 설명한다. 4장에서 구현 결과의 

실험내용을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관련연구

영상 기반에서 차선을 검출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는 원근에 다른 왜곡을 없애기 위하여 투영변환법을 

활용하기도 한다[2]. 이 방법은 카메라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각 픽셀이 표시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입력 영상의 차선이 평행하게 

재조정되어 모든 픽셀은 이미지에서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능의 구현을 위하여서는 카메

라 위치와 소실점 등의 구체적인 영상 정보 획득 수

단이 필요하다. 유사하게 차량의 실제 기하학적 위치

를 파악하기 위하여 camera calibration을 수행한다

[3].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한 연산을 통해 정확한 

좌표를 얻을 수 있어 차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들로 정밀한 차선 검

출이 가능하지만 매 프레임마다 실제 물리적 위치를 

재계산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연산이 추가되고 카메

라 초기화를 위한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차선 검출 연구에서 회전 구간의 차선 검출은, 검

출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다. 연구목

적에 따라 목표 회전각도를 결정하고 알고리즘을 설

정한다. C.R. Jung [4]는 원거리와 근거리 차선에 모

두 적용 가능한 linear-parabolic 차선 모델을 사용하

여 곡선차선을 검출한다. linear-parabolic 모델은 카

메라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차선은 직선으로 검출하

고 일정 구간 이상의 원거리 차선은 곡선으로 모델링

한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차선 검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딥러닝은 정확한 차선을 검출하는 결

과를 가져오지만 학습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가 필

요하다는 점과 prediction에 연산양이 많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Behrendt와 Witt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자

동으로 라벨을 생성하는 학습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5]. 이 네트워크는 하루에 2만 여개의 라벨을 생성하

며 다양한 형태의 차선을 98.46%에 달하는 높은 비

율로 검출한다. 학습은 고사양의 GPGPU를 사용하

여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차선 검출은 한 프레임당 

37ms의 속도로 수행된다. 이처럼 딥러닝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고사양의 GPGPU를 사용하며 학습에 필

요한 시간과 데이터량에 대한 부담이 크다. 딥러닝을 

쓰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단조로운 특징으로 

인하여 차선인식에서 오검출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사양의 컴퓨팅 환경에서도 구

동 가능한 동시에 정확한 차선 검출을 목표로 하여,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필터링, 초기화 과정과 추적

의 적절한 사용으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 제안 알고리즘

3.1 제안 알고리즘의 개요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초기 차선 검출과 추적을 이

용한 차선 검출의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차선 검출은 차선의 여러 특징들을 이용하여 추적의 

기반이 되는 초기 차선을 검출하는 과정으로서 연산 

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정확한 차선 검출을 목표

로 한다. 추적을 이용하는 차선 검출은 초기 차선 정

보를 기반으로 차선을 예측하고 추적한다. 정확한 검

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초기 차석 검출과정과  빠른 

차선 검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추적 과정을 조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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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빠른 처리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도

로 환경의 변화에도 차선이 안정적으로 검출되게 한

다.

초기 차선 검출은 영상처리 필터를 여러 가지 사

용하여 차선 후보를 좁히고, 선정된 차선 후보들 중

에서 신뢰도가 높은 직선을 최종 차선으로 선택한다.

뒤따르는 추적과정은 초기 차선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작되며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활용하여 차

선 위치를 예측한다. 칼만필터로 예측된 위치를 기반

으로 V자 모양의 좁게 ROI(Region of Interest)를 정

의함으로써 차선검출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추적을 이용하여 검출된 차선의 신뢰도가 낮으

면 다시 초기 차선 검출 단계의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영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선을 정밀하게 추출한다.

Fig. 1은 제안 알고리즘의 과정을 개념화한 도표이다.

3.2 초기 차선 검출

초기 차선 검출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시작점으

로서 추적 과정을 위한 초기 차선 위치 정보를 제공

한다.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영상 필터와 차선 확인 

절차를 포함하기에 계산량이 많지만 정확한 차선을 

검출한다. 초기 차선 검출은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ROI 위치와 크기를 설정하고 영상 필터를 적용

하여 차선 영역의 이진 이미지를 얻는다. 이진 이미

지로부터 차선 후보 직선을 추출하고 각 직선의 신뢰

도를 계산한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차선 후보

들의 직선의 정보를 여러 프레임 누적하여 관찰한다.

누적조사는 해당 직선이 안정적으로 검출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 검출된 직선이 신뢰성 기준에 적

합하면 초기 차선 검출 과정을 종료하되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시 초기 차선 검출 과정을 반복한다.

Fig. 2는 초기 차선 검출 알고리즘이고, 3.2.1～3.2.3

에서 각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3.2.1 관심영역 설정 및 이진화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은 입력 프레임

에서 수평선 아래 부분부터 차량 본넷 위까지의 세로

영역과 자동차의 본넷 길이의 가로영역으로 설정한

다. 이 관심영역 영상에 대하여 [6]에서 제안한 방법

과 같은 이진화 방법을 수행하여 차선 후보를 구분한

다. 관심영역 내에서 밝기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하

나의 단일 문턱치만으로 이진화하면 안정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체 관심영역을 sub-ROI로 

나누고 sub-ROI 별로 문턱치를 지역적으로 결정하

여 이진화를 수행한다. 즉, Fig. 3(a)와 같이 전체 관

심영역을 조금씩 겹치게 sub-ROI를 설정하고, 각 영

역의 이진화를 위한 문턱값은 밝기값의 평균 밝기와 

분산을 더한 값으로 설정한다. 이 때 인접한 sub-

ROI들 간에 겹치는 부분은 bitwise-AND 연산으로 

값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도로 바닥면의 차선 뿐 아니라 노면 표

시나 가드레일 일부 요소들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차로 면에서 찾아낸 블랍(Blob)들을 

Fig. 1. Conceptual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Fig. 2. Flowchart for initialization of lane marke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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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y-축으로 투영한다. Fig. 3(b)과 같이 차선인 

경우는 일정한 크기를 보이고 노면 표시들은 투영 

결과가 고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노면 표시 또는 가드레일 등을 구별하여 제거한다.

또한, 차선두께 필터를 적용하여 차선의 두께를 가지

는 영역만 남긴다. 각 필터를 적용한 결과 영상을 

bitwise-AND 연산을 통해 최종 ROI 이진 영상을 

얻는다. Fig. 4은 입력 프레임에서 설정된 관심영역

과 이진화한 결과 영상이다.

3.2.2 직선 검출 및 신뢰도 계산 과정

이진화 결과 영상에서 에지를 추출하고 차선 후보 

직선을 검출한다. 후보 영역에서 가로방향의 미분만

으로 에지를 추출하고 허프변환(Hough Transform)

을 적용하여 직선을 검출하고 일정 길이 이상인 직선

만 차선 후보로 남긴다. 여기서 차선 길이의 기준은 

실험적으로 관찰된 후보들 중에서 가장 짧은 차선의 

길이이다.

차선 후보들을 압축한 다음에는 각 후보 직선에 

대하여 차선의 특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한다.

신뢰도 결정에 사용되는 차선의 특징 요인으로는 직

선 좌우의 밝기 차이, 평행선의 존재 유무, 현재 위치

에서의 좌측 차선과 우측 차선 간의 폭과 대칭률 등

이다. 직선을 이루는 픽셀의 좌우의 밝기 차이는 좌

우 인접한 픽셀의 밝기 차이로 구한다. 예를 들어 

Fig. 5의 (a)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직선 중 

한 점으로 가정했을 때 양쪽 픽셀의 밝기 차는 180이

다. 차선은 픽셀의 밝기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Fig. 5(b)에서 좌측에 위치한 대각선 방향의 두 점

선은 차선을 이루는 평행선을 표시한 것으로, 차선은 

차선 두께만큼 떨어진 거리에 길이가 비슷한 평행선

이 있어야 한다. 아래쪽에 표시된 가로 방향 화살표

Elements Binary Projection

(a) Segmentation of ROI (b) Projection examples

Fig. 3. Reference materials of binarization filters.

(a) ROI

(b) Result of binarization

Fig. 4. ROI setting and bi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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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는 좌우 차선이 이루는 차선의 폭으로서 차선

검출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영상에서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실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좌우 차선

은 y방향으로 서로 대칭을 이룬다. 후보 직선들 중에

서 일정한 폭 또는 대칭성을 보여주는 쌍이 검출되면 

실제 차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차선 후보 

직선의 신뢰도는 각 요인마다 검출 신뢰도를 상, 하

로 분류한다.

차선 후보 직선의 차선 특징에 대한 신뢰도에 따

라 직선의 최종 신뢰도가 결정된다. 최종 신뢰도의 

‘상’으로 판단된 특징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

다. 후보 차선 직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

지는 직선을 현재 프레임의 최종 차선으로 선정한다.

선택된 직선의 정보는 누적하여 여러 프레임 걸쳐 

관찰하여 프레임에 걸친 검출의 안정성을 높인다.

3.2.3 직선의 안정성 조사

직선을 누적하며 관찰한 결과, 0.5초 이상 같은 직

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며 그 직선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해당 직선을 안정된 차선으로 판단한다. 안정

성이 확인된 최종 직선을 초기 차선으로 설정하고 

추적의 초기 값으로 지정한다. 만약 신뢰도가 유사하

거나 더 높으나 위치가 다른 차선이 검출되는 경우에

는 다시 차선 정보를 누적하며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직선이 있을 때까지 차선 검출 과정을 반복한다.

3.3 추적을 이용한 차선 검출

초기 차선 검출을 완료하면 추적을 이용한 차선을 

단계로 진입한다. 추적에 의한 차선 예측 위치를 중

심으로 관심영역을 V자 형태로 좁게 축소하여 차선 

후보 직선을 추출한다. 검출된 각 직선과 예측된 차

선의 위치의 유사도로 차선 후보 중에서 최종 직선을 

선택하고, 유효성을 확인한다. 유효한 직선인 경우 

차선 검출의 성공으로 판단하고 추적을 이어간다. 유

효하지 않은 경우 차선 검출을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

고 추적을 종료하고 다시 초기 차선 검출 단계로 이

행한다. 추적을 이용한 차선 검출 알고리즘은 초기 

차선을 기반으로 적은 연산량으로 높은 정확도를 유

지하게 한다. 또한 추적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하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적응적으로 차선을 검출

할 수 있다. Fig. 6는 추적을 이용한 차선 검출 과정이

다.

3.3.1 칼만필터를 이용한 차선 위치 예측

Cuevas는 vision 기반의 물체 추적에서 칼만필터

를 적용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7]. 본 연구에

서는 칼만 필터를 영상에서의 차선 추적과 예측에 

사용한다. Fig. 7는 칼만필터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Fig. 7의 Time Update 식에 따라 이전 상태를 기반으

로 하는 상태 전이 행렬 A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a) Pixel lightness example (b) Characteristics of lane marker

Fig. 5 Explanation materials for characteristics of lane marker.

Fig. 6. Flowchart for lane marker detection algorithm 

by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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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고 오차 공분산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Fig.

7의 변수 
∧ 

는 예측 차선 위치이고 는 현재 프레

임에서 실제 검출된 차선의 위치이다. 추적을 시작할 

때,  
∧ 는 초기 차선 검출 알고리즘으로 검출된 차

선 위치로 초기화하고 오차 공분산 행렬 P는 1로 초

기화한다. 시스템의 측정잡음은  로 설정하였다.

초기화 값을 기반으로 초기 예측을 시작하고, 이후에

는 이전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상태 전이 행렬과 이

전 차선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예측한다.

예측 이후 실제 값의 측정을 수행하고, Fig. 7의 

Measurement Update 식으로 상태변수를 갱신한다.

예측의 오차 공분산을 최소로 하는 과정을 통해 칼만 

이득을 구하고, 실제 검출 값과의 차이와 칼만 이득

을 이용하여 상태 변수와 오차 공분산을 조정한다.

칼만 이득이 1에 가까울수록 측정한 값을 신뢰할 수 

있고,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예측한 값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 측정 잡음의 공분산 R이 크

면 칼만이득이 작아지며, 오차의 공분산 P가 크면 칼

만 이득은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예측과 추적을 

반복하며 최적의 차선 위치를 찾는다.

차선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갑작스럽게 도로 환

경이 변화할 때에도 적절한 차선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영상 밝기

가 급격하게 어두워지거나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영

상 밝기가 급격히 밝아져 차선 검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추적 결과를 기반으로 차선의 위치를 예

측할 수 있다.

3.3.2 V_ROI 설정

추적 알고리즘에서는 관심영역으로 V-ROI를 사

용한다. V-ROI란 차선으로 추정되는 영역 주변만을 

ROI로 지정하는 방법이다[8]. 칼만필터로 예측한 현

재 프레임의 차선 위치를 기준으로 차선폭의 2배 넓

이인 좌우 여백을 포함하는 V자 형태의 V-ROI를 

설정한다. 축소된 영역에서만 직선을 추출하므로 연

산량을 감소시키고 검출률을 증가시킨다. Fig. 8은 

예측 차선 위치 주변으로 설정된 V-ROI의 예를 보

여준다.

3.3.3 Edge 추출

V-ROI의 밝기영상을 픽셀단위로 미분하여 edge

를 추출한다. 초기 차선 검출에서와 같이 가로 방향

의 에지만 추출한다. Fig. 9은 그림자가 있는 상황의 

밝기 영상과 그 영상에서 추출한 edge 영상이다. 에

지 영상에서 Hough Transform을 사용하여 직선을 

검출한다. 초기 차선 검출에서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

여 기준 직선 길이 이상의 차선 후보 직선들을 추출

한다.

3.3.4 예측 차선과 차선 후보 직선의 유사도 비교

각 차선 후보 직선과 예측 차선의 유사도를 계산

한다. 유사도 E를 구하는 식 (1)에서 는 칼만필터

로 예측한 차선의 기울기이며, 는 후보 차선의 기

울기이다. 는 예측 차선의 위치이며 는 후보 차

선의 위치이다. 식 (1)과 같이 예측 차선과 후보 차선

의 기울기와 거리 차이의 절대 값을 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예측 차선과 차선 후보 직선이 비슷할수록 

유사도가 0에 가까워진다.

         (1)

Fig. 7.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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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최종 차선 선택 및 유효 차선 검증

차선 후보 직선 중에서 유사도가 가장 0에 가까운 

직선을 찾고, 이 직선이 차선으로서 유효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식(2)와 같이 유효성 A는 예측 차선과 유

사도가 가장 작은 직선의 기울기와 위치 비율이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 또는 0으로 결정된

다. 가로 방향의 에지만 추출하므로 기울기가 0인 직

선은 검출되지 않으며, 양수 평면에서 두 점으로 이

루어진 직선의 두 점 위치가 0인 경우는 없다.

(2)

유효성이 1로 판단되면 해당 직선을 차선으로 선

택하고 추적을 지속한다. 유효성이 0으로 판단이 되

는 경우 이전 프레임의 차선을 유지하고 검출 실패를 

기록한다. 검출 실패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추적을 

이용한 차선 검출을 종료하고 다시 초기 차선 검출 

단계로 돌아간다. 다만 검출 실패가 연속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라도 양쪽 차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유사도를 가지고 변화하는 경우 차선 변경 

중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검출된 직선을 차선으로 결

정하고 추적을 지속한다.

4. 실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을 전방 카메라 영상에 적용하여 차

선을 검출하였다. 실험영상은 고속도로와 시내, 터널

을 포함한 도로에서 낮 시간에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

였다. Fig. 10은 다양한 상황의 영상에서의 검출 차선

을 보여준다.

고속도로와 시내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선을 검

출한 결과는 Fig. 10 (a)와 (b)와 같다. 차선이 선명하

고 영상의 밝기 변화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차선을 검출한다. Fig. 10 (c)와 같

이 터널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조명에 의한 색상의 

변화가 있고, Fig. 10 (d)와 같은 그림자에 의하여 차

선이 밝은 색이 아닌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초기 차

선 검출 과정 중 이진화단계에서 지역적인 밝기 차로 

thresholding을 수행하여 전체 영상의 밝기 변화에 

대해 강인하게 차선 검출이 가능하다. 한편 추적을 

이용하는 차선 검출은 밝기 변화와 관계없이 차선의 

예측 위치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차선의 색상이나 

밝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Fig. 8. V-ROI.

(a) V-ROI with shadows

(b) Edge image of (a)

Fig. 9. Shad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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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10 (e)와 같은 곡선 차로 구간에서의 차

선 검출은 주행 앞쪽의 차선을 검출하고 먼 쪽의 경

우에는 검출 직선이 차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먼 쪽

의 곡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4]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근거리는 직선으로 검출하고 일정 구간 이상의 

원거리 차선은 곡선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행 상황 판단에 충분한 차선의 직선 부분만을 

검출하여 계산량을 최소화 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한

다. 직선 노면 표시가 있거나 횡단보도와 같이 차선

이 잠시 끊긴 경우에는 Fig. 10 (f)와 같이 앞쪽의 

차선에 의지하여 검출한다. 완전히 차선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칼만 필터로 예측한 차선의 위치에서 추출

한 차선 후보 직선을 조사하여 차선 검출 상황을 판

단한다. 이와 같이 추적을 이용하는 경우 밝기 변화

에 대하여 강인하게 차선 검출이 가능하고, 흐린 차

선이나 차선이 끊기는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서도 

예측 값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차선 검출이 가능하다.

4.1 차선 검출 정확도

이전에 연구한 에지 추출을 이용한 차선 검출방법

[6]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검출 정확도와 처리 시간

을 비교하였다. 에지 추출을 이용하는 차선 검출은 

매 프레임마다 에지를 검출하고 여러 후보 중에서 

다양한 필터를 거쳐 정확한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이

다. 검출 정확도의 측정방법은 차선위치를 수기로 표

시한 ground truth를 기준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일

치하면 검출 성공으로 판단하였다. Table 1은 검출 

정확도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a) Highway (b) Downtown

(c) Tunnel (d) Road with shadow

(e) Curved road (f) Crossing mark

Fig. 10. Detected lane marker of variou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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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은 총 31,769 프레임에서 

오차범위 10% 내에서 평균적으로 95.2%의 정확도를 

보였다. 도로가 자주 끊기고 차량의 차선 이동이 잦

은 시내보다 고속도로에서 검출 정확도가 약 5% 정

도 더 높다. 반면 이전 연구에서는 평균 정확도는 

97%로 높은 편이나 도로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서

는 90.77%로 환경에 따른 검출 정확도의 편차가 크

다.

4.2 처리시간

Table 2는 에지 추출을 이용한 차선 검출 방법[6]

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

다. 컴퓨팅 환경으로는 i7-6700 CPU와 8GB RAM과 

라즈베리파이 3를 사용하였다. 각 환경에서 에지 추

출을 이용한 방법의 처리 시간과 제안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을 측정하였다. 라즈베리파이 3 상에서의 

처리 시간은 1개의 코어를 사용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i7-6700 CPU 환경에서 제안 알고리즘 

전체를 처리하는 시간은 한 프레임 당 평균 8.92 ms

로 매우 적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라즈베리파이에서

는 한 프레임 당 평균적으로 52.92 ms로 약 20 fps의 

성능을 보였다. 반면 에지를 이용한 차선 검출의 경

우 CPU에서는 83.95 ms로 제안 알고리즘에 비하여 

약 10배 이상의 계산 시간을 소요하였다. 라즈베리파

이에서는 122.91 ms로 약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추

적을 이용한 경우 차선 검출을 위한 처리 시간을 훨

씬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Table 3은 라즈베리파이보다 성능이 나은 임베디

드 플랫폼인 Odroid XU4 환경에서 제안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을 측정하여 라즈베리파이에서의 성능과 

비교한 결과이다. 라즈베리파이에서는 초기 차선 검

출의 경우 61.82 ms로 추적 검출에 비하여 1.5배 이상

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추적 검출은 36.89 ms로 실시

간 처리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다. 반면 Odroid에서는 

알고리즘 전체를 처리하는 시간은 한 프레임당 평균 

25.07 ms로 측정되었다. Odroid에서도 초기 차선 검

출은 추적 검출 과정에 비하여 약 1.5배 이상의 시간

이 소요되었지만 39 fps의 성능으로 실시간으로 계산

한다.

5. 결  론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차선의 초기 위치를 찾는 알

고리즘과 추적을 이용하여 차선을 검출하는 두 알고

Table 2. Processing time with i7-6700 or Raspberry Pi 3

Lane marker detection by edge extraction [6] Proposed algorithm

i7-6700 + 8GB RAM Raspberry Pi 3 i7-6700 + 8GB RAM Raspberry Pi 3

Processing

time (ms)
83.95 122.91 8.92 52.92

Table 3. Processing time(ms) comparison between Raspberry Pi 3 and Odroid-XU4

Initial lane marker

detection

Lane marker detection

by tracking
Weighted Sum

# frames 23220 14527

Raspberry Pi3

Processing time (ms)
61.82 36.89 52.92

Odroid XU4

Processing time (ms)
34.64 19.73 25.07

Table 1. Accuracy of lane marker detection 

Lane marker detection by edge extraction[6] Proposed algorithm

Average Worst Case Average Highway Downtown

Accuracy(%) 97.00 90.77 95.19 97.52 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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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이 전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차선의 초기 위치

는 차선 특징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필터와 차선 신뢰도를 사용한다. 추적을 이용

하는 알고리즘은 초기 차선 위치를 시작으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차선 영역을 예측하

고 해당 영역에서 차선을 검출한다.

차선 검출의 정확성을 위하여 초기화 알고리즘은 

노면의 차선 표시 외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밝기에 강인하게 검출하도록 하는 지역필터 등의 여

러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차선의 신뢰도를 다

양한 조합으로 판단하여 차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점검한다. 동시에 효율적인 차선 검출을 위하여 안정

적인 차선 위치를 기반으로 차선을 예측하고 추적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측 차선을 검출 차선과 비교

하는 간단한 검증 과정을 통하여 차선 검출을 확인하

여 전체 처리 시간을 감소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저

사양 컴퓨팅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라즈베리 파이에

서는 평균적으로 20 fps의 처리속도와 95%의 검출 

정확도를 보이며 멀티 코어 활용 혹은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시간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다.

Odroid XU4에서는 평균적으로 39 fps의 처리속도를 

보였다. 또한 상대적인 밝기 차를 사용하여 터널이나 

그림자와 같이 어둡거나 차선 색상의 변형이 일어나

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차선이 검출된다. 회전 구

간은 주행 앞 쪽의 차선을 기준으로 검출하고 먼 쪽

의 회전 차선은 검출하지 않아 효율적인 차선 검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끊겨진 차선이나 횡단보도 근처 등의 상황에서는 

칼만 필터를 이용한 예측 차선을 사용하여 차량의 

주행 방향을 유지하고 다시 차선이 나타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차선 위치를 파악해낸다. 그러나 급회전구

간과 같이 근거리에서 발생하는 곡선 차로 구간의 

차선의 검출은 직선의 한계로 인하여 차선을 안정적

으로 검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REFERENCE

[ 1 ] Y.Baek, K..Lee, H.Lim, “Nearby Vehicle

Detection in the Adjacent Lane using In-ve-

hicle Front View Camera”,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5, No. 8, pp.

996-1003, 2012.

[ 2 ] M. Bertozzi and A. Broggi, “GOLD: A Parallel

Real-time Stereo Vision System for Generic

Obstacle and Lane Detection,” IEEE Tran-

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7, No. 1,

pp. 62-81, 1998.

[ 3 ] J.W. Lee, “A Machine Vision System for

Lane-departure Detection,” Computer Vision

and Image Understanding, Vol. 86, Issue 1,

pp. 52-78, 2002.

[ 4 ] C.R. Jung and C.R. Kelber, “A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Based on a Linear-parabolic

Lane Model,” Proceeding of IEEE Intelligent

Vehicles Symposium, Vol. 10, No. 1109, pp.

891-895, 2004.

[ 5 ] K. Behrendt and J. Witt, “Deep Learning Lane

Marker Segmentation From Automatically

Generated Labels,” Proceeding of Internatio-

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pp. 777-782. 2017.

[ 6 ] J.H. Lee, C.M. Lee, and K. Yi, “Lane Marker

Detection by Pixel Intensity and Edge

Extraction,” Proceeding of the 9th Internatio-

nal Conference on Internet Information, Vol. 5,

No. 3, pp. 201-204, 2017.

[ 7 ] E. Cuevas, D. Zaldivar, and R. Rojas, Kalman

Filter for Vision Tracking, Technical Report

B 05-12, 2005.

[ 8 ] C. Lee, “Efficient Real-time Lane Detection

Algorithm Using V-ROI,” Institute of Korea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Vol. 16,

No. 4, pp. 349-355, 2012.



140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12호(2018. 12)

이 지 혜

2017.2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

부 (공학사)

2017.3 ~ 현재: 한동대학교 정보통

신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영상인식, 멀티미디어

처리, 임베디드 시스템, 기계학습 

이 강

1990.2: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1992.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1997 8: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1998년 3 ~ 1999년 2: 인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전임강사

2005.8 - 2006.7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1999.3 ~ 현재: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관심분야는 멀티미디어 임베디드 시스템계, FPGA를 이

용한 하드웨어 가속기 구현, 영상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