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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능형 차량에 한 심이 늘어나면서 차선검출에 한 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에서

도 실시간 용을 하여 연산량이 은 허 변환을 이용한 차선검출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하

지만 허 변환은 안개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와 같이 에지성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해서는 정확한 차선검출이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환경의 상

에 차선의 에지를 강조하는 처리를 수행하고 허 변환을 이용하여 차선검출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처리 방법은 처리 속도와 성능에서 기존의 처리 기법과 비교하여 높은 처리속도와 차선 검출

률을 보 다. 특히 안개와 같은 열악한 상에서의 결과에서 기존의 처리 방법보다 제안한 처리 방법이 

더 높은 검출률을 보 다.

1. 서론

최근 국내외 으로 좀 더 안 하고 편리한 자동차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수동 인 자동차에서 첨단기술을 

목시키는 지능형 자동차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자동차 기술이 실생활에 용되기 해

서는 빠른 주행 속도에도 성능의 하 없이 정확한 연산처리

가 가능해야 한다[1]. 이와 련한 차선검출과 련된 연구들

이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차선검출에 많이 사용되

는 기법으로는 허 변환(Hough Transform)을 이용하는 방

법[2]-[4],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5], 에지 연결정보를 

이용하는 방법[6], B-Snake 알고리즘을 용하는 방법[7], 

차선의 밝기값  기하학  모델을 이용한 방법[8] 등이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역을 탐색해야 하기 때

문에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차량 역 주변의 심 역을 추출한 후 허

변환을 이용하여 차선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9].

일반 인 허 변환을 이용한 차선 검출은 주로 맑은 날씨

에서 차선의 에지성분이나 컬러성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

우에 한정되어 동작하는 것이 부분이며 안개가 낀 날씨와 

같이 물체의 외곽성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정확한 검출이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개 

끼거나 맑지 않은 날씨의 특징을 보완하기 해서는 처리 

단계로 상의 비를 향상시키고 색상을 원색에 가깝도록 

처리하는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상의 비를 향상시키기 해 용하는 처리 방법들 

에는 형태학  연산을 이용한 방법, Bilateral 필터를 이용

한 방법, Retinex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형태학  연산을 

이용한 방법과 Bilateral 필터를 이용한 방법은 차선의 에지

정보는 잘 유지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획득한 상에서 안

개를 제거하고 비와 차선의 에지정보를 향상시키기에는 

당하지 않다. 한 가우시안 필터와 미디언 필터를 이용한 

Retinex 처리는 상의 역 인 부분에서 비가 향상되어 

시각 으로는 향상된 결과 상을 얻을 수 있지만, 차선의 

에지정보를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이 있고 컨볼루션

(convolution)을 통한 필터링으로 인해 많은 연산량이 단

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처리과정은 열악한 환경에서 획

득한 상의 비를 강조하고 에지정보를 향상시키기 해 

심 역의 최  밝기값과 에지 강도를 이용한다. 이런 처

리 과정을 통해 구해진 개선된 입력 상으로부터 에지정보를 

추출하고 허 변환을 이용하여 차선을 검출한다. 

2. 제안하는 차선검출을 한 처리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차선검출 방법은 기 심

역에 에지정보 향상을 해 심 역의 최  밝기값과 에지 

강도를 이용한 처리 과정을 통해 비가 향상된 상을 획

득하고, 그 상에서 차선의 에지정보를 향상시킨다. 향상된 

에지정보를 이용하여 허 변환을 이용하여 차선을 검출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환경의 에지정보 향상을 해 사

용되는 처리 과정을 기존의 차선검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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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처리 알고리즘의 문제 인 큰 연산량을 이기 해 

상의 반 인 부분에 필터링을 하지 않고 에지정보를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들은 공통 으로 아래 식 (1)과 같

은 안개 모델링 식을 이용한다.

   (1)

여기서 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상이고, 는 복원

해야할 깨끗한 상, 는 상의 안개 값, 는 달량

(transmission)으로써 획득된 상이 깨끗한 상과 안개 값

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의 안개 제거는 로부터 , 를 구하고 이를 이

용하여 최종 으로 를 복원하는 것이다.

안개가 제거된 상 는 달량 맵을 이용하여 식 (1)

에 따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달량 가 0에 근 할 때 

항도 0에 근 하게 되어, 에 잡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달량 의 최소값을 안개의 도가 높은 

역에서도 안개의 일정량을 보 할 수 있는 로 제한한다. 

안개가 제거된 깨끗한 상 는 식 (2)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상의 안개 값 는 안개 상의 1%의 밝기를 가지

는 픽셀들  가장 밝은 픽셀의 값으로 선택된다. 간단한 방

법이지만 가장 밝은 픽셀을 선택했을 때보다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그림 1은 원본 상의 히스토그램을 보여 다. 

(a) 원본 상 (b) 원본 상의 히스토그램

(c) 안개 값으로 Thresholding한 결과

(그림 1) 상의 안개 값

그림 1의 (b)에서 노란색 치는 상의 1%의 밝기를 가

지는 픽셀들  가장 밝은 픽셀 값의 치로 안개 값 가 

되는 밝기값이다. (c)는 안개 값 로 Thresholding한 결과

이다. 여기에서 하얀색은 안개 는 차선으로 추측되는 역

이 된다.

(그림 2) 심 역 분할

차선의 윤곽선을 더욱 보존하기 한 상의 안개 값 

를 구하기 해 심 역을 그림 2와 같이 나 고, 각 역

에서 1% 밝기를 가지는 픽셀들  가장 밝은 픽셀 값을 안

개 값 로 정한다. 식 (2)을 통해 를 구하기 해서는 

달량 를 구해야 된다. 달량 를 구하기 해 

Bilateral 필터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달량 를 신해 에지 강도 를 이

용한다. 에지 강도 는 형태학  연산을 이용해 잡음을 

제거한 상에 수평 소벨(sobel) 마스크를 용해 획득한 에

지의 값을 정규화(normalize)하여 얻는다. 여기서 수평 

소벨 마스크를 이용한 이유는 차선은 부분의 상에서 

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지 강도 는 식 

(3)과 같이 0과 1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므로, 의 최소

값을 로 제한한다.

   (3)

그림 3은 본 상과 의 방법으로 구해진 상의 에지 

강도를 보여 다.

(a) 원본 상 (b) 에지 강도

(그림 3) 상의 에지 강도

본 논문에서 식 (2)의 달량 를 에지 강도 로 

체하여 식 (4)를 이용해서 안개를 제거하고 명암 비를 향

상시킨다.

 


 (4)

제안하는 처리 방법의 처리 단계별 에지의 변화는 그

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입력 상에서 차선의 기 에지는 

그림 4-(a)와 같다. 수평 소벨 마스크를 이용해서 상에서 

차선의 에지 강도 를 구하면 4-(b)와 같이 나타난다. 

- 360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입력 상 에서 상의 안개 값 를 빼주면 그림 4-(c)

에서 볼 수 있듯이, 차선 역은 0에 근 하고 차선 이외의 

역은 0보다 작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식 (4)를 

용하면, 그림 4-(d)와 같은 에지를 얻을 수 있다. 에지 이

외의 부분은 기 에지보다 밝기값이 떨어지고, 에지 부분은 

밝기값이 증가되어 비가 향상되게 된다. 한 차선 역에

서도 에지 부분은 밝기가 증가하지만 평탄한 부분의 밝기값

은 떨어져 차선의 윤곽선이 뚜렷해지게 되므로, 그림 5-(b)

와 같이 차선 역의 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 기 에지 (b) 에지 강도 

(c)  (d)  




(그림 4) 처리 단계별 에지 변화

식 (4)를 통해 구한 안개가 제거된 상 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를 보면 상의 안개는 제거되고 차선의 윤곽선

은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차선의 색은 밝아지고 

차선 이외의 부분은 원본 상에 비해 어두워진다. 이것은 

에지 강도가 약한 부분과 화소의 밝기값이 보다 작을 경우 

원본에 비해 화소의 밝기값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a) 원본 상 (b) 처리 결과

(그림 5) 제안하는 처리 기법을 용한 결과

3.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처리 알고리즘과 기존의 Bilateral 

필터를 이용한 처리 알고리즘의 차선검출 결과를 비교하고, 

차선검출에 걸리는 처리 시간과 차선검출 성공률을 비교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객 인 성능을 평가한다. 먼  제안한 

처리 알고리즘과 기존의 Bilateral 필터를 이용한 차선검출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처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

다.

그림 7은 제안한 처리 알고리즘과 기존의 Bilateral 필

터를 이용한 차선검출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

림 7의 (a)-(b)는 은 안개가 낀 상에서의 수행결과를 비

교한 것이고, (c)-(d)는 안개가 낀 길 상, (e)-(f)는 짙은 

새벽안개가 낀 상에서의 수행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3종류 

상의 수행결과에서 공통 으로 Bilateral 처리 기법은 열

악한 환경에서 차선 검출에 실패하는 결과를 보인다. 반면에 

제안한 처리 알고리즘은 좌우측 차선의 에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 비오는 안개 - Bilateral

(b) 비오는 안개 – 제안방법

(c) 안개 길 - Bilateral

(d) 안개 길 - 제안방법

(e) 새벽 안개 - Bilateral

(f) 새벽 안개 - 제안방법

(g) 짙은 안개 - Bilateral

(h) 짙은 안개 - 제안방법
(그림 7) 처리에 따른 차선검출 결과 비교

그림 7의 (g)-(h)는 차선검출 성공률 비교를 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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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  하나의 임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안개가 짙

게 끼어있어 Bilateral 필터를 통한 처리 후 차선 검출 방

법은 그림 7-(g)와 같이 차선의 에지정보를  획득하지 

못하지만, 제안한 방법 그림 7-(h)는 안개를 제거하고 차선

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하여 차선이 검출된다.

표 1은 Bilateral 필터와 Retinex, 제안한 처리 방법의 

처리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방

법은 Bilateral 필터나 Retinex 처리에 비해 훨씬 빠른 처리

시간을 보인다.

<표 1> 처리시간 비교

(단위 : ms)

구   분 720 × 480 1280 × 1024

Bilateral 필터 1500 1600

Retinex 2500 3500

제안한 방법 400 800

표 2는 제안한 알고리즘과 Bilateral 필터를 이용한 차선

검출 방법을 안개가 짙게 낀 고속도로 블랙박스 동 상(그림 

12의 마지막  상이 동 상  한 임)에 용하여 차

선 검출 성공률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Bilateral 필터

를 이용한 처리는 짙게 끼어있는 안개를 효과 으로 제거

하지 못하고 에지정보를 향상시키지 못해 차선을 검출하지 

못했지만, 제안한 방법은 안개를 제거하고 차선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하여 차선을 검출했다.

<표 2> 차선검출 성공률

(단위 : %)

구   분 제안한 방법 Bilateral 필터

차선검출 성공률 88 8

4. 결론

일반 으로 안개 상에서는 물체의 외형이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안개로 인해 상이 반

으로 가우시안 형태의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에지 강도를 이용해서, 안개를 제거하고 

비와 에지정보를 향상시켜 차선검출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처리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차선검출을 한 

처리 기법은 상의 화소의 최  밝기값과 에지강도를 이용

한 변형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개가 낀 상에

서 안개를 제거하고 차선의 윤곽선을 향상시키는 처리 방

법을 제안하 다. 이것을 차선검출을 한 처리 단계에 

용하여 안개가 낀 환경에서의 강인한 차선검출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실험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처리 속도와 성능에서 기존

의 Bilateral 필터를 이용한 방법과 가우시안 필터 기반의 

Retinex 알고리즘이 비교해 높은 처리속도와 차선검출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안개의 정도가 다른 상을 통해 결

과를 비교하여, 기존의 처리 방법과 제안한 처리 방법의 

더 높은 검출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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