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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선 검출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기본 기능 의 하나이다. 방 카메라를 통하여 얻은 입력 

상을 변환하여 주행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차로를 검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

는 버드아이뷰 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여러 가지 성능이 제한 인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이

를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EPM(Expected Perspective Mapping) 방법과 변환 상을 이용해 

차로를 검출하는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차선 검출 

방법에 비해 약 30% 이상 은 연산량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서 기존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여 

실시간성이 요한 상황에서 정확한 차선 검출을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1. 서론

  차선 검출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기본 기능 의 

하나로, 허  라인 트랜스폼[2],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2], 버드아이뷰(Bird’s Eye View) 변

환[2]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된다. 이  버드아이뷰 변환

은 차선 검출 에 상을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변환을 이용하면 차선 검출 

시, 기존 상에서 검출하는 것에 비해 차선의 기울기 값

이 양쪽 차선 모두 고르게 나와서 처리가 쉬워진다. 

(그림 1) 버드아이뷰 변환

  방 카메라로 촬 된 상은 (그림 1)의 왼쪽과 같은 

형태이며, 버드아이뷰 변환을 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 변환하는 방법으로는 IPM(Inverse Perspective 

Mapping)[2], WPM(Warp Perspective Mapping)[2]이 있

는데 이는 (그림 1)의 두 상의 P1, P2, P3, P4 네 에 

한 변환 호모그래피(homography) 행렬을 구해서 다른 모

든 픽셀에 각각 용해 체 상을 변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성능이 제한 인 상황에서 보

다 빠른 속도로 버드아이뷰 변환을 수행하기 해 

EPM(Expected Perspective Mapping) 방식을 제안한다. 

EPM은 차로가 직선인 에 착안해 픽셀마다 호모그래피 

행렬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해 차선

에 한 기댓값을 계산하여 버드아이뷰 상으로 변환시

키는 방법이다.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시간 복잡도는 

O(n)으로 동일하지만  320×240 해상도의 상을 기 으

로 할 때 계산량이 약 80% 이상 어들기 때문에 실시간 

단이 요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보다 합한 방식이며, 

생성된 결과는 다른 방법과 동일하여 주행 정확성이 유지

된다.

  한편, 변환된 상에서 직선  곡선 차로를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허  라인 변환,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슬라이딩 도우[1]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제

안되었다. 이 에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이 타 검출 

방법에 비해 선을 검출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채택하 다. 그리고 조  더 연산 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계산량이 평균 30% 이상 어드는 개선

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EPM과 개선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 모두 기존 방법들에 비해 연산양이 어들어서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응용에 보다 

합한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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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하드 웨어 사양

(그림 2) 개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오트론) 사진

항목 규격  내용

크기, 무게 330×190×160mm, 약 2.3kg

구동모터 DC서보 모터 엔코더(12V-12W)

서 모터 6V, 9kg (바퀴 조향  카메라 틸트)

카메라 CMOS VGA (640x480), CVBS 출력

보드 NVIDIA Tegra3(연산), Arudino(제어)

(표 1) 개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하드웨어 사양 요약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율주행 모형자동차는 2017 임

베디드 소 트웨어 경진 회 본선진출 에게 주어지는 

기기로 상세 기기 사양은 공식 홈페이지[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표 1) 참조)

3. 차 선검출을 한 과정

  실시간으로 차선 검출을 해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에서 10㎐ 속도로 상을 받는다. 입력 상을 색채에 민

감한 HSI 좌표계로 변환 후 Hue값이 20~55사이에 있는 

값을 추출하여 밝기, 채도에 민감하지 않은 노란색 차선을 

검출한 이진 상을 추출한다. 추출된 상을 변환하여 버

드아이뷰 상으로 만든 후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차선 정보를 얻은 후에 결과를 기반으로 앞바퀴

를 조향한다. 아래 (그림 3)은 차선 검출을 한 체 인 

순서도다.

  버드아이뷰 변환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  네 

을 이용한 호모그래피 행렬의 생성과 각 픽셀에 해 

행렬을 용하는 연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 차선 검출을 한 순서도

  

  변환된 상에서 차선을 검출하기 해서는 상을 작

은 역, 즉 슬라이딩 도우로 분할하여 (그림 4)와 같이 

아래부터 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에서 차선이 검출되는 

지 을 찾는다. 양쪽 차선검출을 해 왼쪽, 오른쪽 각각 

방향에서 픽셀이 검출되는 지 을 찾은 후 검출되는 지

을 차로로 인식한다. 이후 아래쪽에서 올라오면 0˚ ~ 180˚

각도에 있는 픽셀을 확인하고 이 가 치로 평균을 내어 

차선의 각도를 검출한다.

(그림 4) 슬라이딩 도우를 활용한 차선 검출[2]

4 . 개선된 차 선 검출 과정

  본 연구에서는 계산량을 여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시

간 처리를 빠른 속도로 수행하기 해 버드아이뷰 변환 

과정과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을 개선하 다.

4 .1 EPM을 활 용 한 버 드 아 이 뷰  변 환

  EPM(Expected Perspective Mapping) 방법은 모든 픽

셀에 해 변환 행렬을 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로가 직

선 형태임에 착안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고 일부 픽

셀에 해서만 변환을 수행한다. 카메라 상으로부터 

재 차선이 직진 차로일 때 나타나는 네 을 상해서 양

쪽 차선의 함수를 구한다. 이 함수를 (식 1)의 (1)과 (2)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식 1) 상 양쪽 차선의 식과 변형

  (식 1)에서 x, y는 상되는 픽셀에 한 좌표를 의미하

고 a, b는 네 을 통해 구해진 함수의 기울기와 y 편 

값이다. (1)과 (2)는 각각 양쪽 차선에 한 기 함수이다. 

기 함수를 y값을 기 으로 변형하면 각 차선마다 시작과 

끝 픽셀의 x값을 알 수 있다. 이를 2차 보간 확 /축소 방

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해당 라인을 버드아이뷰의 가로축 

길이만큼 만들면 버드아이뷰 상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는 (식 1)의 EPM 방식의 버드아이뷰 변환 방

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 으로 WPM 방식을 

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 상이 추출되므로 차선을 찾

는 알고리즘을 용하는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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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PM을 활용한 버드 아이뷰 변환

4 .2. 개선된 슬 라 이 딩  도 우  알고리즘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해 차선의 모

양에 따라 응 으로 슬라이딩 도우를 생성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입력 상을 가로로 분할하여 세로축을 따라 

도우를 올리면서 차선이 검출되는 지 을 찾을 때 상 

내 모든 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우  픽셀들이 최

로 모이는 지 을 찾으면 그 곳을 차선이 존재하는 곳

으로 인식하여 기록하고 진행을 멈춘다.

  (그림 6)은 개선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이 실행되

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320×240 상에서 도우 크기를 

40×20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가로축 기  8개, 세로축 기

 12개로 분할이 되는데 세로는 별도의 분할 없이 아래

쪽 도우에서 올라오면서 검출이 되는 경우 멈춘다. 8개

의 가로축 기 으로 분할된 모든 도우를 쪽으로 슬라

이딩 하면서 재 차선상태를 기록하면 된다.

(그림 6) 개선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

 

 (그림 6)을 보면 좌측 사진의 좌회  차로일 경우 6개의 

도우에서 차선이 검출되고 검출되는 도우의 y축 값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검출된다. 만약, 우회  차로

일 경우 오른쪽으로 검출되는 도우 y축 값이 증가할 것

이다. 반면 우측 사진의 직진 차로일 경우 오직 2개의 

도우에서 차선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검

출되는 도우의 수와 검출되는 도우의 y축 증가방향을 

확인하면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다.

5 . 결과  분석

  (그림 7)은 실제 하드웨어 카메라를 통해 입력하고 변환

을 통해 곡선 차로  직선 차로를 추출한 상이다. (그

림 7)의  상은 좌측으로 치우친 직선차로일 때의 

상으로 이 경우 약간만 우측으로 방향을 조향해서 양쪽 

차선이 추출되면 다시 바퀴를 직진 방향으로 조향한다. 아

래 상은 우회  차로일 때 나오는 상으로 5개 이상의 

도우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출이 되므로 

우회 이라고 단하고 우회  방향으로 바퀴를 조향한다.

 

(그림 7) 실제 모형자동차에서 용한 결과 상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기존 알고리즘들에 비해 계산량이 

어서 실시간 자율주행에 보다 합하다. (표 2)는 EPM

방법과 기존에 제시된 IPM, WPM 방법의 시간 복잡도이

다. O(n)은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들을 한 번 반

복문으로 근할 때 시간 복잡도이고 n은 픽셀 수를 의미

한다.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IPM

(Inverse Perspective Mapping)
9×O(n) + @

WPM

(Warp Perspective Mapping)
9×O(n)

EPM

(Expected Perspective Mapping)
O(n)

(표 2) 버드아이뷰 변환 알고리즘 비교

  IPM, WPM은 3×3 호모그래피 행렬을 모든 픽셀에 

용해야 하므로 9×O(n) 시간 복잡도를 나타낸다. 더해서 

IPM은 재 카메라의 치, 각도, 카메라 앙방향 치

의 실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 하므로 시간이 WPM보

다 조  더 걸린다. EPM은 양쪽 끝 을 알고 있으므로 

행렬 용은 한 번만 수행하고 보간법으로 해당 라인의 

확 /축소를 수행한다. 보간법은 재 기존 상의 y축을 

기 으로 첫 과 끝  픽셀좌표와 재 픽셀의 x좌표를 

통해 변환 상에 들어갈 픽셀을 매핑할 수 있다. 시간 복

잡도는 O(n)이며 모든 픽셀에 3×3 행렬의 원소를 곱하는 

기존 변환 알고리즘에 비해 약 80%의 연산량이 어든다.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 방식은 모든 픽

셀에 한 번씩 근하여 연산하므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그러나 개선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은 원하

는 픽셀만큼을 가지는 도우를 찾는 시 에서 세로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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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종료되므로 최악의 경우 즉, 상에서 차선이 검출되

지 않는 경우에만 체 픽셀을 근하여 기존 방식과 계

산량이 같다. 모형 자동차가 주행할 경로는 부분 차로가 

존재하므로 개선된 방식은 (그림 6)을 기 으로 체 도

우 수에서 검출되지 않는 도우 수를 빼보면 직선과 곡

선 차로에서 평균 약 30% 이상 계산량이 어든다.

  모든 경우에 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완벽한 결과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주행  치우침으로 인해 한쪽 

차선만 검출되는 경우나 무 격한 각도로 회 하는 경

우 등은 별도의 외 처리를 통해 주행이 이루어진다.

  한 개선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에 

비해 모든 픽셀에 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아 연산 시간

이 어들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카메라 노이즈에 

비교  약하다는 문제 이 있다. 아래쪽 도우에서 찾아 

올라오면서 차선이 검출되었다고 기록한 도우가 실제로

는 노이즈라면 오류가 되어 추후 문제가 커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이즈 문제에 해서는 Morphology 기법의 

Closing 기법[4]처럼 노이즈를 미리 제거하거나 차로를 표

하는 색상 범 를 더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다.

6 .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계산 성능을 가진 임베디드 시스

템 환경에서 상으로부터 효율 으로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자율주행 모형자동차에 용하 다. 제안

된 EPM과 개선된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

들보다 히 은 계산량으로도 동일한 차선 검출 성능

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재 2017 임베디드 소 트웨어 

경진 회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부문 본선진출  ‘ 호우’

에서 실제로 용하고 있다.

  주어진 하드웨어에 제약이 있어 보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없었지만 최근의 추세에서처럼 GPU가 포함된 처리기

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제안한 EPM과 슬라이딩 도우 알

고리즘의 부분 연산을 각 GPU 코어에 분배하여 훨씬 높

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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