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도로 이용 효율성 증대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시행되고 있
다.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각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지정차로제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
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도심 교
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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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교통정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차량에서 주행 중 도로상의 차선
들을 안정적으로 검출하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
다. RANSAC[1]을 이용해 데이터 세트에서 임의의 
샘플 데이터를  선택해  차선  모델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잘 맞는 차선을 검출해내는 방
식과 기존의  영상처리를  이용한  차선  검출은  
허프 변환[2]을 이용하여  도로  영상의  직선에 
해당하는 위치를 검출하는 방식이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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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는 도로의 교통혼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구축되어 있으며 
교통정보 수집 및 과속단속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교통순환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로마다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지정차로제 및 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체계적이
고 정확한 불법 차량 단속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차로제의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향상
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3차선과 4차선의 
다차선 도로를 인식하고 차로별 차량번호를 검지하여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의 단속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a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is established to efficiently operate traffic congestion 
on roads and is being used for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and speed control systems. Currently, 
designated and dedicated lanes are in place to ensure traffic circulation and traffic safety, and systematic 
and accurate illegal vehicle crackdown system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need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vehicle number recognition model tha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raffic of 
designated vehicles. By applying computer vision technology, we are going to identify three-lane and 
four-lane multi-lane roads in real time and detect vehicle numbers by car to suggest ways to crack down 
on vehicles that violate the designated la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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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NPR(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시
스템은 1대의 카메라로 다차선 도로에서 동영상 
촬영하고 고성능 카메라와 실시간 차량번호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3차로와 4차로상의 차량번호 인
식이 가능한 교통 신기술이다. ANPR 시스템은 구
간단속, 신호 위반, 과속차량, 교통정보 수집에 활
용되고 있다[4]. 그림1은 ANPR 시스템의 전체구성
도이다. 

그림 1. ANPR 시스템의 전체구성도[4]

현재,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여 원활한 교통순
환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로마다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차로별
로 차량의 성능이나 형태에 따라 통행 가능 차종
이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정해져 있다. 지정
차로제 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에 적용된 영상처리 기
술을 변형하여 지정차로와 전용차로의 다차선 도
로 자동 검지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다차로의 차
량번호를 검지하여 불법 차량 단속을 위한 활용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OpevCV를 이용한 다차선 검출

자율 주행 자동차 및 운전 보조 시스템에서 카
메라 영상에서 차선을 추출할 때 컴퓨터 비전 라
이브러리 OpenCV를 이용된다. 자율 주행은 자동차
가 주행하는 주도로를 인식하지만 지정차로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모든 차선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 OpevCV[5]를 
이용하여 다차선 도로 인식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2는 다차선 동영상에서 프레임 하나를 저장
한 이미지이다. 먼저, 색상계를 그레이 스케일
(Graycale)하여 흑백으로 변환하고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그림 2. 다차선 도로 원본 이미지

그림3과 같이 캐니 엣지 검출기(Canny Edge 
Detection)를 사용하여 경계선을 검출한다. 그림4는 
관심 영역을 지정하여 도로와 관련 없는 부분을 
필터링하였다. 그리고 허프 변환을 통해 찾은 직선
들로부터 각 차선을 선형 회귀를 통해서 근사하여 
직선 관계를 갖는 픽셀들을 검출한다. 

그림 3. 캐니 엣지 검출을 사용한 경계선 검출

그림 4. 도로와 관련 없는 부분 필터링

픽셀의 RGB 값을 이용한 반복 작업을 통해 중
복되는 선을 제거하여 평균 차선을 추출하고 평균 
차선 라인을 이용하여 차로 영역을 지정한다. 원래 
영상 프레임과 차선을 표시한 프레임을 하나의 영
상 프레임을 합성한다. 그림5는 평균 차선 라인을 
이용하여 원본 영상 프레임과 합성하여 차로 영역
을 지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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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차선 검출 결과

다차로에서 차량이 차로 위치를 찾기 위해 차로
의 정중앙 좌표를 계산하여 주행차로의 영역을 파
악한다. 그리고 차량 객체의 좌표가 차로의 중앙 
영역에 진입했을 경우 해당 차량 주행차로의 위치
를 판별한다. 그림6은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차량의 
차선을 인식하여 2차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주행 차량의 다차선 검출 결과

현재,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다차선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하고 있다. 각 차선의 영역을 
설정하고 차량번호를 동시에 병렬처리하기 위해 스
레드를 이용하여 각 차로의 주행인 차량번호를 인식
하는 시스템이다. 그림7은 개발 진행 중인 시스템의 
예상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 다차선 차선/차량번호 예상 검출 결과

Ⅲ. 결  론

본 연구는 다차로(3차로, 4차로)에서 주행 차량
의 차로 위치를 실시간 판별하기 위해 OpenCV를 
이용하여 차선의 위치를 자동 판별하여 차량의 주
행차로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
해 지정차로와 전송차로 위반 차량을 신속하게 단
속하여 교통순환과 교통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향후,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다차선, 차량번호, 
차종을 검지하여 지정차로와 전용차로 단속시스템
제작 및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의 위
치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시스템의 개발
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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