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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ng the ego-lane of a vehicle (the lane on which the vehicle is currently running) is one of the basic techniques for a smart car.

Vision sensing is a widely-used method for the ego-lane detection. Existing studies usually find road lane lines by detecting edge pixels

in the image from a vehicle camera, and then connecting the edge pixels using Hough Transform. However, this approach takes rather

long processing time, and too many straight lines are often detected resulting in false detections in various road conditions. In this paper,

we find the lane lines by scanning only a limited number of horizontal lines within a small image region of interest. The horizontal image

line scan replaces the edge detection process of existing methods. Automatic thresholding and spatiotemporal filtering procedures are

also proposed in order to make our method reliable. In the experiments using real road images of different conditions, the proposed

method resulted in high succe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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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전자, 기계, 인공지능 및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

전에 따라 스마트 차량(smart car) 기술이 관련 산업에서 중요

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1]. 스마트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가

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즉, 운전자

에게 차량의 차선 이탈과 같은 위험 요소를 알려 주는 운전 보

조 기능에서부터 무인 자율 주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수준

의 지능적 기술에 기반한 기능들이 차량에 탑재된다. 이를 위해

서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 활용 및 융합이 필수적이며, 주로 활

용되는 센서로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2], 레이더

[3], 스테레오 시각[4], 적외선[5], IMU(inertial measurement

unit)[6]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 센싱(vision sensing) 기술을 이용한 차량

의 자기 주행차선(ego-lane) 검출 기법을 다룬다. 시각은 자동화

기계용 센서나 사람의 감각기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고,

범용성이 크며, 비접촉 방식으로 비교적 원거리의 대상체를 검

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8]. 또한 근래에 와서 카메라의 가

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그 크기 또한 소형화되어 활용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

면, 먼저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의 영상에서 에지 검출(edge

detection)을 통하여 이진영상을 얻고, 얻어진 에지 화소에 허

프 변환(Hough Transform: HT)을 적용하여 차선의 후보 직

선을 검출하며, 이로부터 최종적으로 주행차선을 결정한다[9-

11].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너무 많은 직선을 검출하게 되

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리에 따른 계산 비용이 크며, 특히 다

양한 도로 환경에서 판정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횡방향의 검색선(horizontal scanning

lines)을 영상 내에 소수 지정하고 이로부터 얻는 불연속 점들

에 대해서만 HT를 적용하므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또 검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기존의 기법을 간단히 서술

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서술하며, 4장에서 실험을 통

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점검하며,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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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ge 기반의 주행 차선 검출: 기존의 접근법

시각 센싱에 기반한 주행차선의 검출은 대부분 차량에 부착

된 카메라를 사용한다.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을 처리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접근법은 대체로 유사하며, Fig.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9]. 

먼저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의 출력 영상에서 차선을 검출할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설정한다. 이는 전체 영상

을 처리하는데 따른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 내에 도

로면이 나타나는 일부 부분으로 처리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다.

일단 ROI가 설정되면 그 영역 내에서 에지(edge)를 검출한다.

이는 주행선이 다수의 에지 화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에지

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검출될 수 있는데, Phueakjeen 등

의 연구[10]에 따르면 차선 검출에 있어서 Canny의 방법이 Sobel

연산자[11] 등을 사용하는 다른 방식과 비교할 때 더 큰 계산비

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더 우수한 검출 성공률을

보였다. Canny의 방법[12]은 5가지 절차에 의하여 영상 내 에

지 화소를 검출한다. 즉, (i)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한 잡음의 제

거, (ii) 영상 내 밝기 기울기의 계산, (iii) 이중 임계치의 적용,

(iv) 비최고치(non-maxima)의 억제, (v)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기반의 에지 추적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얻어진 에지 화소로부터 직선을 찾아 내기 위하여 HT를 적

용한다. HT는 형상검출이나 특징추출을 위한 영상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Fig. 2(a)와 같이 직각좌표계에 위치한 (x,

y) 좌표를 지나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 와 각도

에 의하여 ( , ) 좌표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이 점을 지

나는 직선을 Hesse Normal 형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1)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으므로, x−y 직교좌

표 평면 상의 한 점은 Fig. 2(b)에 보인 바와 같이 −θ 평면에

서 하나의 정현 곡선으로 나타난다. 임의의 두 점 와 이

존재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되며, 원점에

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각도는 두 정현 곡선이 만나는 점

에서 결정된다. 

하나의 직선 주행차선을 고려할 때, 이 차선에 대해서 다수의

에지 화소들이 검출되면 이 화소점들은 동일한 교차점 좌표

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잡음 등의 영향

으로 교차점의 좌표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HT에서는 Fig.

3과 같은 누적기(accumulator)를 이산적인 와 값에 대해서

정의하고, 각 에지점으로부터 가장 높은 누적치를 가지는 값을

찾아 직선을 결정하게 된다. 

3. 횡방향 스캔 기반의 주행선 검출

2장에서 서술한 기존의 주행차선 검출법은 비록 확립된 시각

센싱 및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에 있어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로, 에지 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점들이

ρ

θ ρ θ

ρ x θ y θsin+cos=

ρ

xi yi,( ) xj yj,( )

ρ′ θ ′,( )

ρ′ θ ′,( )

ρ θ

Fig. 1. Algorithm of existing methods.

Fig. 2. Hough Transform: (a) Definition of  and , (b) Line

parameters  and 

ρ θ

ρ′ θ ′

Fig. 3. Accumulator for determining line parameters in Hough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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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로, HT를 적용하여 결정되는 직선들도 많을 수 있다. 이 경

우 다수의 직선으로부터 주행차선을 오결정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횡방향 스캔에

의한 주행차선 검출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

은 Fig. 4에 보인 절차에 의한다.

3.1 영상의 전처리

영상에서 주행선의 검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전처리

(preprocessing)를 실시한다. 우선,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서 출

력되는 R(Red), G(Green), B(Blue)의 컬러 영상을 회색조 영상

(grayscale image) I로 식 (2)를 사용하여 변환한다[13]. 회색조

영상의 사용은 영상의 처리 시간을 1/3 정도로 줄이고, 다양한

컬러 변환에 강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2)

다음의 단계로 영상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5×5

화소 크기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중간값 필터링(median filtering)

하였다. 중간값 필터는 흔히 사용되는 평균화 필터(average filter)

에서 초래되는 흐려짐(blurring)이 없는 장점이 있다. 즉, 잡음을

제거하면서도 에지의 정보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10]. 

3.2 횡방향 검색에 의한 주행차선의 검출

횡방향 검색은 영상 내에서 정해진 수평의 검색선(scanning

lines)을 따라 화소값을 차례로 읽으면서 도로면을 배경으로 주

행선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한다. 영상 내 차량 전방의 적

절한 위치에 ROI를 지정하고, 이 영역 내에 주행 차선 검색을

위한 횡방향 검색선을 Fig. 5와 같이 지정한다. 횡방향 검색선

의 숫자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 너무 많이 설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카메라의 투사변환

에 따른 영상의 원근을 고려할 때, 검색선의 간격은 차량에 가

까운 영상 영역에서는 크게 하고 먼 영역에서는 작게 설정하게

되므로, 먼 영역의 검색선 간격이 영상에서 너무 조밀하지 않도

록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림에서와 같이 총 10개의 검색선

을 사용하였으며, 검색선의 길이는 영상 내 주행선의 너비를 고

려하여 충분히 크게 설정하였다. 

횡방향 검색에 의한 주행선 검출을 위하여 회색조 영상에서

도로면에 비하여 주행선이 대체로 밝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이

러한 가정은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주행선의 색과 상관없이 대

체로 적용할 수 있다. 지정한 횡방향 검색 선에 차선을 검출하

기 위해서는 임계치의 지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면의 밝기

와 영상의 밝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응적 임계치의

지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식 (3)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검색

선 상의 화소밝기 최소 및 최대의 평균치를 임계치로 사용하였다. 

Th = (Max(b) – Min(b))/2 + Min(b) (3)

여기서 Min(·)과 Max(·)는 화소 밝기의 최소 및 최대치이며, Th

는 임계치이고, b는 화소의 밝기값이다. 그런데 식 (3)만 사용하

여 임계치를 얻으면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 검색선에서도 상대

적으로 밝은 화소들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식 (4)

의 조건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If Th < Median(b) + k, then Th = Max(b) + k (4)

여기서 k는 임의의 상수값으로 우리의 실험에서는 +10 정도가

적당하였다. Fig. 6(a)는 검색선에 차선이 존재하지 않아 식 (4)

에 의하여 임계치가 증대된 경우의 예이며, (b)는 차선이 존재

하여 식 (3)에 의하여 임계치가 결정된 경우의 예이다. Fig. 7은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 Fig. 5의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차선을 보

여 준다. 

I 0.2990 R 0.5870 G 0.1140 B×+×+×=

Fig. 4. Algorithm of the proposed method.

Fig. 5. Horizontal scan lines.

Fig. 6. Adaptive thresholding: (a) Threshold set by Eq. (4), (b)

Threshold set by E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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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간적 필터링

임계치의 적절한 적용만으로 모든 횡방향 검색의 결과가 정

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검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

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공간적 정보를 고려하여 필

터링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게 차선을 찾도록 하였다.

(i) 차선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측과 우측에 나타난다.

(ii) 차선은 일정한 두께를 가진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에 대해서만 HT를 적용한다. 그

러나 HT의 결과는 여전히 많은 직선들이 나타날 수 있다. Fig.

8(a)는 그러한 예를 보여 준다. 우리는 여러 후보 직선들 중에서

차량의 중심을 기준으로 차선의 각도가 적절하지 않은 직선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8(b)에 보인 바와 같다. 

이상의 공간적 필터링에 시간적 정보를 사용한 필터링을 부

가함으로써 시공간적인(spatio-temporal) 필터링을 완성하며 최

종적인 주행선 결정을 하였다. 즉, 우리는 시간적 제약 조건으

로 현재 시각 t에서의 주행선은 이전 시각 (t-1)에서의 주행선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은 현재 영상의 좌

우 영역 각각에서 이전 영상에서의 검출 결과와 가장 유사한 하

나의 주행선만을 검출할 수 있게 한다. Fig. 9은 이와 같은 시

간적 필터링의 결과를 보여 준다. 

4.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주행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카메라로부터 영

상을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 점검

을 위하여 인터넷의 도로 영상도 추가로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영상의 처리에 사용된 PC는 Windows 10 64bit, Intel i7-6세대,

8G RAM이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Matlab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영상은 640×360해상도, 초당 30프레임 속도의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추출한 영상은 다양한 도로

면에 도로 표식과 그림자, 그리고 훼손된 도로까지를 포함하였

으며, 영상의 특징은 미리 동일한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Table 1>은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는데, 표에서 A

는 도로면에 교통표식(글자, 화살표)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며,

B는 도로면에 그림자가 드리운 경우, C는 기타 일반적인 도로

영상을 나타낸다. 총 100장의 영상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결과로 얻어진 선을 실제 차선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를 실험자가 판단하였다. 표의 성공률은 해당 환경의 총 영상의

수를 성공한 영상의 수로 나누어 얻었다. Fig. 10에서는 실험에

서 사용된 특수한 경우의 영상, 즉 A와 B 부류의 대표적 영상

을 보였다. 

기존의 에지 화소 기반의 방법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

터넷에서 무작위로 얻은 영상 50장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

Fig. 7. Detected lane segments along horizontal scan lines.

Fig. 8. Spatial filtering of the lane lines detected by Hough Trans-

form(HT): (a) Candidate lane lines by HT, (b) Filtered lines

by considering line angle. 

Fig. 9. Line filtering: (a) Result of spatial filtering, (b) Result of tem-

poral filtering.

Fig. 10. Experimental images: (a) Image of Case A (Road sign), (b)

Image of Case B (Shadow on road).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Cases

(Image number)
Success Fail

Success 

rate(%)

A (23) 21 2 91.3

B (13) 13 0 100.0

C (64) 63 1 98.4

Total (100) 97 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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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Table 2>와 같았다.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88%의 성공

률을 보였으며, 한쪽 차선만 제대로 찾은 경우를 포함하면 100%

검출하였다. 실제로 한쪽 차선만 잘 검출하면 차선의 일정한 폭

을 고려할 때 나머지 차선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

러나 에지 기반의 검출은 48%의 검출 성공률을 보였고, 한 쪽

차선만을 검출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64%의 성공률로 제안된 기

법보다 상당히 낮았다. Fig. 11은 기존 기법의 결과와 제안한 기

법의 결과에 대한 비교 예를 보여 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주행 차선 검출을 위한 시각 센싱 기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카메라 영상의 전처리, 영상 내

횡방향 검색, 적응적 임계치를 적용한 영상의 이진화, 선택적 허

프 변환과 변환 결과의 시공간적 필터링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횡방향 검색선을 사용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검출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HT의 결과를 시공간적으로 점검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얻어진 실제 영상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 제

안된 방법은 높은 검출 성공률을 보였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같이 시공되어 밝기가 크게 변하는 영역

과 같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발생하였다. 또한 처리 시간에 있어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기존 에지 기반의 방법과 비

교하여 영상 당 0.053초 더 빠르게 검출할 수 있었다. 

제안한 기법은 직선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길

이나 고개길 등의 경우와 같이 굴곡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기

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곡선의 구간을 나누어 각 구

간별로 직선으로 가정하는 piecewise linear 접근법이 가능하지

만, 굴곡도에 따라서 검출 성공률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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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edge-based exist-

ing approach for random images

Methods Success
Single lane 

detection

Failure/

Misdetection 

Proposed 44 6 0

Edge-based 24 8 18

Fig. 11. Detection example: (a) Edge-based detection, (b) Proposed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