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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실시간 차선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방주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촬 한 입력 상으로부터 도로 역에 해당하는 심 역을 추출하고 반복 인 평균 명도를 측정하여 

이진화함으로써 차선 특징을 검출하고 YCbCr 변환한 상에 한 실험 임계값을 용하여 앙선의 

특징을 검출하 다. 이에 Canny 알고리즘을 이용한 에지 추출로 허  변환시의 작업량을 최소화하

으며 허  변환하여 얻은 차선 후보군으로부터 각도를 기반으로  필터링하여 통계 으로 우선순 가 

높은 선분을 차선으로 인식하 다. 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집한 동 상으로 실험한 결과 강건한 

차선 인식률을 보 다.

1. 서론

    세계 으로 자동차 보유량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가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 을 야

기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의 방과 방지  회피를 

하여 많은 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간의 지각능력에 의존한 주행 방법의 한계 을 보완

하고 안  운 을 도와 운 자의 부담과 피로도의 경감을 

목 으로 하는 자율 주행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자율 주행 시스템의 주요 요소  차선 인식 방법으로

는 모폴로지(Morphology)와 기하학 인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1], 에지의 연결정보를 이용하는 방법[2], 히스토그램

(Histogram)을 이용하는 방법[3], 스네이크(Snake)를 이용

하는 방법[4] 등이 있지만 구 이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 구 을 해서 보다 간단하고 비교  잡음에 강한 

허  변환(Hough Transform)을 이용한 알고리즘[5]을 이

용하 다. 한 주행환경의 인식을 해서는 다양한 환경 

정보 수집 센서가 필요한데 도로에 추가 인 설치가 없고 

비교  측정범 가 넓은 방주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정보

를 수집하 다. 수집된 상정보는 도로정보 이외에도 다

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산량을 이기 하여 

심 역 설정  상의 평균 명도값을 이용한 이진화 

처리 단계, 에지추출 단계를 거치어 상처리와 차선인식 

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는 차선인식 과정을 설명

하고, 제 3장에서는 차선인식에 제안된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를 고찰하고, 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차선 인식 과정

   차선인식은 입력 상  심 역을 설정하여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차선을 인식함으로써 차선이탈을 방지하

고 나아가 자율 주행 시스템에 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차선인식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도로 상을 차선인식 

알고리즘에 용하기 해서는 먼  도로 상에 해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심 역(ROI : Region Of 

Interest)을 정하고 YCbCr 변환, 이진화, Canny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차선의 특징을 추출한다. 이 후 처리된 

상을 바탕으로 허  변환을 이용하여 상내 직선 선분을 

검출하고 검출된 차선 후보군을 각도를 기 으로 필터링

하여 통계 으로 가장 우선순 가 높은 선분을 차선으로 

인식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림 1로 나타내었다.

  

2.1. 심 역 설정

   수집된 상에는 가로등,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바

로 차선 검출에 활용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잡음은 차선 

검출 시 많은 작업량과 소요시간, 낮은 인식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실험환경에서 명백히 도로 성분이 아니라 

단되는 역을 심 역 밖으로 설정하여 제거하 다.

   입력 상의 크기는 320*240로 정하 고 입력 상의 

세로 120픽셀 지 이 지평선이 되어 하단 320*120 역이 

도로 역이 되도록 실험 차량의 앙에 카메라를 부착하

고 각도를 조 하여 실험하 다. 그림 2는 입력 상과 

심 역으로 설정한 상으로 이후 차선인식을 한 상

처리는 하단의 심 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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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선 인식 과정

(그림 2) 입력 상과 심 역 상 

 

2.2. 도로 상의 이진화

2.2.1. YCbCr을 통한 이진화

   앙선을 검출하여 인식하는 것은 실제 도로에서 더욱 

안 한 자율 주행을 실 하기 하여 필수 인 요소이다. 

심 역 내의 도로 역  앙선의 주황색을 검출하

기 하여 입력된 RGB 상으로부터 각 픽셀의 R(x,y), 

G(x,y), B(x,y)값에 식(1)을 용하여 Y'(x,y), Cb'(x,y), 

Cr'(x,y)값으로 변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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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bCr로 변환된 상의 차선 후보 역으로부터 정확

한 차선 역을 얻기 하여 식(2)를 용하 다. 식(2)의 

Cb 임계값 89, 152와 Cr 임계값 148, 201은 실제도로 

상에서 얻은 임  3분 4320 임을 실험하여 얻은 

실험값으로 각 픽셀의 Cb, Cr값에 한 범 를 제한하

다. 식(2)의 C'(x,y)는 앙선 역인 주황색을 추출하기 

하여 임계값을 용한 후 각 픽셀의 출력값이다. 그림 3

은 YCbCr 변환을 통하여 이진화 한 결과이며 오른쪽 

각선 역은 도로가에 쌓인 낙엽이지만 앙선을 검출하

기 해 용한 식(2)의 임계값 범 에 포함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3) YCbCr 변환을 한 상

   

2.2.2. 명도 값에 한 임계값을 이용한 이진화

 ′       ≥   (3)
   도로 역은 차선과 도로 부분에 확연한 명도값의 차

이가 있다. 흰 차선의 흰색을 검출하기 하여 식(3)을 

용하 다. 

   식(3)의 Th은 심 역 내 평균 명도 값이며, 이를 구

하기 하여 심 역내 명도 값의 합을 해당 픽셀 수로 

나 어 구하 고, 이 작업은 반복 으로 수행되어 도로상

황에 따른 상 내 명도값의 변화에 처하 다. I(x,y)는 

입력 상의 해당 픽셀의 명도값이며 I'(x,y)는 이에 식(3)

을 용한 해당 픽셀의 결과값이다. 명도값 차이에 한 

임계값 Th 보다 큰 픽셀은 255의 명도값을 할당하고 임

계값 Th 보다 작은 픽셀은 0의 명도 값을 할당하여 흰 

차선의 특징을 검출하 다. 그림 4는 평균 명도 값을 임계

값으로 하여 이진화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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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명도 값에 임계값을 용하여 이진화한 

상

2.3. 에지 추출

   에지 추출 알고리즘으로는 Canny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6] Cann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함으로

써 허  변환에서의 작업량을 일 수 있다. 

(그림 5) YCbCr 변환을 한 상에 하여 

Canny 알고리즘을 용한 상

(그림 6) 명도 값에 임계값를 이용하여 이진화 

한 상에 Canny 알고리즘을 용한 상

 

2.4. 허  변환  차선 인식

   차선을 검출하기 하여 YCbCr 변환한 상과 명도값

으로 이진화한 상에 허  변환을 하여 차선 후보군인 

직선성분을 검출하 다.

   왼쪽 차선을 검출하기 해서 차선 후보군으로부터 식

(4)를 용하고 각도를 기 으로 필터링 하여 통계 으로 

우선순 가 높은 선분을 왼쪽차선이라 인식하 다. 식(4)

의 는 왼쪽 직선과 오른쪽 직선을 구분하기 한 경계 

값으로 0이다. 한 오른 쪽 차선을 검출하기 해서 차선 

후보군으로부터 식(5)를 용하여 오른쪽 차선을 인식하

다. 그림 7과 같이 왼쪽 차선에는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오른쪽 차선에는 란 선을 그려 표시하 다.

≺


≺  (4)     ≺


≺  (5) 

(그림 7) 허  변환하여 인식한 차선을 표시한 

상

3. 실험  결과 고찰

   각각 3분의 동 상 4320 임을 촬 하여 실험에 이

용한 결과 주간 편도 4차선 직선 상에서 95%, 주간 편

도 1차선 직선과 곡선이 모두 있는 상에서 97.7%의 인

식률을 보이며 강건하게 차선을 인식하는 것으로 단되

나 야간 편도 2차선 직선 상에서 24%, 야간 곡선 편도 

1차선  상에서 20%의 낮은 인식률을 보 다. 야간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앙선의 색과 유사한 주황색을 띄는 

과 도로의 외곽이 어두워 흰 차선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

는 것이 차선 인식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림 12는 곡선 주행 시 차선인식 결과를 40 임 간

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주간 직선 편도 4차선

(그림 9) 주간 직선 편도 4차선 

(그림 10) 야간 곡선 편도 1차선 

(그림 11) 야간 직선 편도 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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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곡선에서의 차선인식 ( 임)

(그림 13) 차선 인식 UI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도로상황에서 차선 인식 방법을 

제안하 다. 주간 도로상황에서는 강건하게 차선을 인식하

다.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인식된 차선을 바탕

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알아옴으로써 핸들의 제어가 가

능할 수 있게 하고 차선 내에 차량이 앙에 치할 수 

있게 하여 운 자의 안  운 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향후 주간, 직선의 도로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 곡

선의 도로상황에서도 뛰어난 차선인식 능력을 보이는 알

고리즘의 개발을 지속 으로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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