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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동차 전방에 장착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차선 이탈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

은  카메라에 의해 취득된 영상으로부터 top-view 공간에 지정된 작은 관심 영역을 위한 부분 top-view 영상을 생성

하고, 작은 부분  top-view 영상에서 차선을 검출하고, 미리 지정된 가상 자동차와 검출된 차선들의 겹침을 조사해  

차선 이탈을 결정한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차선 사이에서 차선 이탈 검출을 방해하는 도로 표기 (잡음)에 의한 

직선들의 제거와 이전 프레임의 차선 정보를 이용한 손실된 차선의 예측을 포함한다. 실제 주행 동영상을 이용한 

차선 이탈 검출 실험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차선 유지 상태에서 99.0%, 차선 이탈 상태에서 94.7%를 정상적으로 

검출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lane departure detection algorithm using a single camera equipped in front of a vehicle. The 
proposed algorithm generates a partial top-view image for a small ROI (region of interest) designated on the top-view 
space form the image acquired by the camera, detects lanes on the small partial top-view image, and makes a decision 
on the lane departure by checking overlap between the pre-assigned virtual vehicle and the detected lanes. The 
proposed algorithm also includes the removal of lines occurred by road symbols (noises) disturbing the lane departure 
detection between lanes and the prediction of lost lanes using lane information of previous fames. In lane departure 
detection test using real road videos, the proposed algorithm makes the right decision of 99.0% in lane keeping 
conditions and 94.7% in lane departu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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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 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을 갖

는 스마트 자동차(smart car)는 물론 무인 자율 주행 자

동차(self driving car) 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1-4]. 

이들은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 운전자의 시각 정보

를 대신 취득하고, 시스템이 인지된 정보를 운전자에

게 알리거나 인지된 정보를 근거로 주행 자동차를 제

어한다.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 중 자동차가 주행하

는 동안 운전자의 의지와 달리 발생하는 차선 이탈을 

인지하고 경고하는 것은 스마트 자동차나 자율 주행 

자동차에 있어 보다 안전한 주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

능이다[3,4]. 

본 논문은 자동차 전방에 설치된 단일 카메라를 이용

한 차선 이탈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

리즘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카메라 렌즈에 

의한 방사 왜곡(Barrel distortion)과 카메라 자세에 의한 

영상 기울어짐을 보정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차선 이탈 

결정을 위해 보정된 영상에서 top-view 공간에 미리 지

정된 작은 관심 영역의 부분 top-view 영상을 생성한다. 

차선 이탈은 자동차 전방의 작은 영역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 관심 영역을 top-view 공간의 영상 전체가 아닌 자

동차 전방의 작은 영역에 지정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부분 top-view 영상에서 차선을 검출하여 미리 설정된 

가상 자동차와 겹침을 비교하여 차선 이탈을 결정한다. 

아주 작은 부분 top-view 영상을 사용하므로 계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분명한 차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제

안된 알고리즘은 차선 이탈 검출을 방해하는 차선 사이

의 도로 표기(잡음)에 의한 직선들을 제거하고, 차선이 

검출되지 않을 때는 이전 프레임의 차선 정보를 이용해 

손실된 차선을 예측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를 위해 외곽 도로에서 취득된 시간과 장소가 다른 여

러 동영상들에서 차선 이탈을 검출하여 제안된 알고리

즘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영상 보정, 3

장에서 Top-view 영상 변환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 

제안된 차선 이탈 검출 알고리즘 기술하고, 5장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를 평가하고 결론을 맺

는다.

Ⅱ. 영상 보정

카메라에 의해 취득된 영상은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자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방사 왜곡과 영상 기울임을 포

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이들을 보정한다. 

방사 왜곡은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화소

의 위치가 왜곡되는 현상이다. 방사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초점 거리(focal length), 주점(principal point), 

비대칭 계수(skew coefficient) 등의 카메라 내부 계수와 

왜곡 계수를 구한 후 행렬식을 이용해 보정한다. 계수

들은 체스판 형태의 보정 패턴을 촬영하고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계산된다[5,6].

자동차 전방 카메라는 설치하는 순간마다 카메라 자

세가 달라지고 영상 기울임이 발생한다. 영상 기울임은 

영상처리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 수작

업에 의한 카메라 자세 보정은 보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평행인 두 직선을 여러 방

향에서 촬영하고 평행한 두 직선들이 교차하는 소실점

들(vanishing point)을 한 영역에서 표시하고 이들을 이

어 생성된 소실선(vanishing line)을 이용한다. 이는 카

메라 기울기와 일치하고 이를 수평으로 변환하면 영상 

기울어짐을 보정할 수 있다[7]. 

그림 1은 영상 보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a)

에서 방사 왜곡에 의해 건물 경계가 휘어진 모습(곡선 

점선)이 보정에 의해 그림 1(b)에서 반듯한 건물 경계

(직선 점선)으로 보정되었고, 그림 1(b)에서 흰 수평선

처럼 기울어진 영상이 보정에 의해 그림 1(c)에서 흰 수

평선처럼 반듯한 영상으로 보정되었다. 

 

(a) original image

(b) camera distortion (c) camera pose

Fig. 1 Imag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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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op-view 영상 변환

Top-view 영상 변환은 높은 상공에서 지상을 바라보

는 듯한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Top-view 영상은 원

근감이 제거되고 관심 영역에 필요한 정보가 집중되는 

효과를 갖는다. Top-view 영상 변환은 호모그래피

(Homography)에 의해 가능하다[6,8]. 호모그래피는 한 

평면이 다른 평면으로 투영될 때 대응점들 사이의 일정

한 변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3×3 행렬로 표현된다. 

호모그래피 행렬은 두 평면간 4쌍 이상의 대응점들을 

이용해 식 (1)을 만족하는 행렬 요소인   ~ 을 구하

므로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선이 이상적으로 

취득된 그림 2(a) 영상에서 차선 위 4개의 대응점들을 

지정하고 이를 사각형으로 투영하는 호모그래피 행렬

을 구했다. 그림 2(b)는 호모그래피를 이용해 변환된  

top-view 영상으로 차선이 가상 자동차(흰 수평선) 앞의 

영역으로 집중되어 차선 검출을 위한 관심 영역(ROI)

을 작게 설정할 수 있다.  Top-view 영상 변환의 계산 부

담은 top-view 영상 전체가 아닌 관심 영역만을 변환하

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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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original image (b) top-view image

Fig. 2 Top-view image conversion

(a) original image (b) top-view 

Fig. 3 Virtual car’s width and position in images

그림 3은 차선 이탈 검출을 위한 가상 자동차의 폭과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원 영상에서 주차 공간을 이용

해 그림 3(a)와 같이 가상 자동차(흰 수평선)가 지정되

고, 이를 top-view 변환에 의해 그림 3(b)와 같이 가상 

자동차(검은 수평선)가 top-view 공간에  지정된다.

Ⅳ. 제안된 차선 이탈 검출 알고리즘

제안된 차선 이탈 검출 알고리즘은 부분 top-view 영

상(PTVIm)에서 차선을 검출하고, 차선과 가상 자동차

가 겹치는지를 판단하여 차선 이탈을 검출한다. 그림 4

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Line detection

Noise ?

Lane detection

Noise removal 1

Noise removal 2

Y

Normal lane ?

Detection/Warning

N

ROI / PTVIm

Lane parameters

Lane prediction

Y

N

Fig. 4 Flowchart for lane departure detection

(a) top-view (b) ROI / PTVIm

Fig. 5 ROI setting

관심 영역은 그림 5(a)와 같이 top-view 공간에서 가

상 자동차 전방의 작은 영역(220×40)에 지정된 부분 

top-view 영상이다. 부분 top-view 영상은 비록 작은 영

역이지만 그림 5(b)와 같이 차선 이탈을 검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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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차선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부분 top-view 영

상은 원 영상의 3.82% 밖에 안 된다.   

관심 영역에서 차선 검출 과정을 그림 6에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6(a) 같은 이진 영상이 생성되고, 이를 

그림 6(b)와 같이 확장된 관심 영역(Ext-ROI)의 영상으

로 변환한다. 그리고 확장 관심 영역에서 허프 변환을 

수행하여 그림 6(c)와 같은 유효한 직선들을 검출한다

[9]. 검출된 직선은 잡음 제거 후 차선으로 인식된다. 확

장 관심 영역은 관심 영역의 상하단에 관심 영역 높이

의 1/4 크기 영역이 덧붙여진 영역으로 추후 차선과 구

분되는 잡음 직선들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그림 

6은 분명한 차선 형태를 갖는 이상적인 조건의 영상이

다. 그러나 횡단보도, 정지선, 노면 안내 표기 등이 관심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 이들은 다양한 수직/수평 방향의 

직선들을 발생시키고 차선 검출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들은 불필요한 잡음 직선으로 제거되어야만 한다. 잡음 

제거는 검출된 유효한 수평 직선으로 잡음 존재를 확인

하고 수행된다. 

(a) binary image (b) Ext-ROI (c) line detection

Fig. 6 Lane detection

잡음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거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횡단보도가 관심 영역에 포함된 경우를 그림 7에 모델

링하고 있다. 수평 방향 두 직선(굵은 직선)은 잡음의 존

재를 의미하고, 수평 방향의 직선들에서 좌측 상단

(minY)와 우측 하단(maxY)으로 생성되는 빗금친 박스

의 내부 직선들을 잡음으로 간주하여 제거한다. 그러나 

도로 표기가 훼손되어 유효한 수평 직선을 검출하지 못

하는 경우 잡음 제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잡음들은 2차 

잡음 제거에 의해 제거된다. 확장 관심 영역은 도로 표

기들이 관심 영역에 의해 잘려 만들어 지는 수평 직선

을 검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반면 차선에서는 무의미한 

짧은 수평 직선이 생성된다. 

maxY

minY

Fig. 7 Noise Removal

잡음 제거 후 남는 차선들은 그림 8과 같이 3 가지 형

태가 존재한다. 그림 8(a)는 두 차선이 정상적으로 검출

된 경우이고 그림 8(b)와 (c)는 각각 한 차선과 두 차선

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림 8(b)와 (c)와 같이 손

실된 차선에 대해서는 차선 예측이 수행된다. 

(a) two lanes (b) one lane (c) none

Fig. 8 Types of detected lanes

검출된 차선이나 예측된 차선에 대해서 이후 프레임

에서 차선 예측을 대비해 그림 9와 같은 차선 변수를 계

산하여 저장한다. 한 차선만 손실된 경우는 현 차선 변

수를 식 (2)와 같이 계산하고, 두 차선이 손실된 경우는 

직전 두 프레임의 차선 변수들을 이용해 현 차선 변수

들을 식 (3)와 같이 테일러 급수(Taylor series)를 활용한 

근사식으로 계산한다[10]. 

        ,                  (2)

                        (3)

여기서 첨자 –1과 –2는 각각 전 프레임과 전전 프

레임을 의미한다. 손실된 차선의 위치는 식 (2)와 (3)에

서 계산된 변수들을 이용해 식 (4)와 같이 예측된다. Xc

는 차량의 중심 위치이고 모든 변수는 ROI의 수직 중심

에서 계산된다.

    ,                      (4)

DLW

DL              DR

  XL                 XC                 XR

Fig. 9 Parameters for lane prediction

실제 검출되는 차선 혹은 예측된 차선이 양쪽 모두 

존재한다면 차선 사이의 직선들을 제거시킨다. 이는 2

차 잡음 제거로 1차 잡음 제거에서 제거되지 않은 잡음

을 제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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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험 결과 및 검토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표 1과 같은 자동차 주행 동영상을 취득하였

다. 실험 동영상은 2001년식 기아 옵티마의 전방 유리

창 내부에 장착된 소니 액션캠 HDR-AZ1에 취득된 HD

급 영상이 640×360 영상으로 변환된 영상이다.

표 2는 원 영상(ORG)과 top-view 공간에서 허프 변

환을 이용한 차선 검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ORG 공

간에서는 소실점 위와 자동차 본넷 영역이 제거된 중간 

영역(640×220)에서, top-view 공간에서는 ROI 영역

(220×40)에서 차선이 검출되었다. 허프 변환을 위해 이

용된 에지 화소수는 교통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top-view 공간이 ORG 공간과 비교해 4%~6% 정도밖에 

안되고 검출된 차선도 ORG 공간에서는 차선이 중복 검

출되고 있으나 top-view 공간에서는 실제 차선만 간결

하게 검출하고 있다. 괄호의 수는 각도가 제한된 직선

으로 순수 차선에 의한 직선이다.

Table. 2 Example of lane detection

space lane detection
# of 
pixel

# of 
lane

ORG 3155 32(8)

top
-view 163 5

그림 10은 한 차선의 길이가 너무 작아 손실된 차선

을 근사적으로 예측한 예를 보여준다. 실험에서 차선을 

유지하며 손실된 차선들은 100% 근사적으로 예측되어 

차선 이탈 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ROI image (b) detected lines (c) predicted lane

Fig. 10 Lane prediction

표 3은 횡단 보도(CW), 정지선(SL), 과속 방지턱

(SB), 노면 안내 표시(RW), 노면 화살표(RA)의 잡음들

에서 잡음 제거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잡음 

제거율이 98.3%이고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도로 표기

가 심하게 훼손되어 수평 직선이 검출되지 않아 잡음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다. 이때 차선이 유지되면

서 수직 직선들이 검출되는 경우 차선 이탈 검출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Table. 3 Rate of noise removal 

CW SL SB RW RA

# of noise 88 107 57 31 13

# of removal 85 107 56 31 12

rate(%) 96.5 100 98.2 100 92.3

차선 이탈 평가는 자동차의 측면 영상을 취득하여 차

선 이탈 순간을 비교한다. 표 4는 각 동영상의 500프레

임에 대해 차선을 유지하는 경우(LaneK)와 차선을 이

탈하는 경우(LaneD)에서 올바른 검출(RightD)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차선 유지의 경우 98.5%~99.5%, 차선 

이탈의 경우 89.5%~ 98.7%를 올바르게 검출하고 있다. 

실패하는 경우 극소수가 잡음의 영향이고 대부분은 차

선 이탈 순간에 발생하고 다음 평가에서 올바른 검출이 

이루어진다. 그림 11은 실험에서 차선 유지의 경우와 

차선 이탈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v1 v2 v3 v4 v5

Table. 1 Experiment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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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lane departure detection 

v1 v2 v3 v4 v5

LaneK 411 378 425 407 443

RightD 408 376 420 401 438

rate(%) 99.3 99.5 98.8 98.5 98.9

LaneD 89 122 75 93 57

RightD 85 113 74 90 51

rate(%) 95.5 92.6 98.7 96.8 89.5

(a) lane keeping (b) lane departure

Fig. 11 Examples of lane departure detection

Ⅵ. 결  론

본 논문은 부분 top-view 영상을 이용해 주행 자동

차의 차선 이탈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보다 정확한 정보 추출을 위해 취득된 영상의 방사 왜

곡과 기울어짐이 보정되었고, 부분 top-view 영상 영역

에서 설정된 가상 자동차와 검출된 차선의 겹침을 조

사해 차선 이탈을 검출한다. 적절한 차선 이탈 검출을 

위해 도로 표기(잡음)에 의한 직선들을 제거하였고, 손

실된 차선을 예측하였다. 차선 검출이 차선이 집중되

는 top- view공간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 수행되어 허프 

변환(직선 검출)을 위한 에지 화소수가 원 영상과 비교

해 4%~ 6%에 불과해 계산량을 크게 줄여 주었고 분명

한 차선을 얻게 하였다. 차선 유지와 차선 이탈을 검출

하는 실험에서 동영상에서 따라 차선 유지의 경우 

98.5%~ 99.5%, 차선 이탈의 경우 89.5%~ 98.7%를 올

바르게 검출하였다. 잘못된 검출의 대부분은 차선 경

계에서 발생하여 다음 프레임에서 정상적인 검출이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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