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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행하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에서 획득한 도로 영상에서 차선의 색상을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에 있어 차선 정보는 차선이탈방지(ldws), 능동적 차선유지(lkas), 고속도로주행보조

(hda) 등의 자율주행의 레벨(level)이 올라갈수록 중요하다. 특히 차선의 색상, 특히 흰색 및 황색 차선의 구별은 교통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이기에 더욱 필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행 차선 검출 결과를 기반으로 차

선 및 도로의 관심 영역을 추출하고 각 영역의 컬러 정보를 2차원 S-색상 공간으로 투영하였다. S-공간에 투영된 색

상의 특징 분포에서 개선된 mean-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의 무게중심을 구하였다. 좌, 우 차선과 도로영역의 

색상특징의 중심점들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차선의 색상을 판별하였다. 다양한 조명환경에서 약 97%의 색상

인식 성공률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road lane color recognition method from the image obtained from a driving vehicle. In 
autonomous vehicle techniques, lane information becomes more important as the level of autonomous driving such as lane 
departure warning and dynamic lane keeping assistance is increased. In particular the lane color recognition, especially the 
white and the yellow lanes, is necessary technique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In this paper, color 
information of lane and road area is mapped to a 2-dimensional S-color space based on lane detection. And the center 
of the feature distribution is obtained by using an improved mean-shift algorithm in the S-color space. The lane color is 
determined by using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 coordinates of the color features of the left and right lanes and the 
road area. In various illumination conditions, about 97% color recognition rate i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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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명환경에서도 강인한 중앙

차선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운전자 편의 및 안전

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자동차에 IT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

상시키는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량에 탑재된 

차선 변경 경고나 자동주차 시스템 등의 다양한 기능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킨다.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보조를 위한 ADAS 
(Advanced Driving Assistant System)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ADAS란 운전자가 안전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제공하는 첨단운전 보조시스템을 말한다. 이 기술은 

최근 자동차 IT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

동차의 핵심기술이다. ADAS에는 운전 중 차선이탈 시 

경고를 주는 LDW(Lane Departure Warning)및 전방충

돌 경고를 주는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사각

지대 감지시스템 BSDS(Blind Spot Detection System)
기술 등이 있다[1,2,3]. 

ADAS 기술의 대부분은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기술과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DAS 기술

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선정보의 하나인 차선 색상 

판별방법에 대해 다룬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

보다 조명변화에 강인한 S-색상공간 기반의 차선색상 

판별 방법이다. 차선의 색상에는 흰색차선, 황색차선, 
하늘색 차선이 있다. 대부분의 차선은 흰색과 황색을 

가지고 있다. 흰색차선은 주행 차로와 동일한 진행방향

을 가진 차로 사이의 차선이다. 중앙차선의 침범은 대

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색상의 판별이 매우 중

요하다. 
제안하는 차선색상 판별 방법의 최초 단계에서는 카

메라에서 획득한 영상과 차선정보를 사용하여 조감도 

(Bird-eye view)영상으로 변환한다. 조감도 영상에서 

좌, 우 차선, 그리고 도로영역의 일부를 관심영역으로 

결정한다. 관심영역에서 좌 차선과 우 차선에 대해서 

영상처리를 통하여 잡음을 줄여준다. 이후에 좌 차선 

및 우 차선의 관심영역에서 이진화를 진행하여 차선영

역을 구성하는 픽셀들만 추출하고 차선픽셀들에 대하

여 특징추출을 위해 샘플링을 진행한다. 특징추출은 

RGB 3차원 색공간을 2차원 S’ 및 S” 공간으로 변환하

여 좌표에 출력한다. 좌표에 표현된 데이터에 대하여 

개선된 Mean-shift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들의 분

포에 대한 최종 무게중심을 찾아낸다. 세 개의 관심영

역에서 찾아낸 무게중심 점의 x값에 따라 흰색 차선인

지 황색 차선인지를 판단한다. 차선의 색상이 판별되면 

왼쪽의 차선이 황색이면 이 차선은 중앙차선이라고 판

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명환경에도 강인한 중앙차

선 색상을 판별하는 새로운 S-색상 공간의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2장 에서는 기존의 중앙차선 검출방법

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 방법을 상세히 기술

하였다. 4장에서는 기존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고 인식률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차선 색상을 판별하기 위하여 기존에도 다수의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Tsogas 등은 차선의 조도가 도로보다 

높다는 점을 활용하여 차선을 검출하고 차선색상 판별

하는 과정에서 HSV 색 공간 모델을 적용하였다[4]. 사
람이 색상을 경험하고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RGB모

델보다는 HSV모델이 더 가깝다. 문헌 [4]에서는 입력 

영상의 RGB값을 HSV값으로 변경한 후 차선의 인식하

지만 색상의 판단 정확도 및 다양한 조명환경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Bae [5]등은 중앙차선은 항상 운전자의 왼쪽에 있다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력영상의 일정한 영역의 픽셀에 

대하여 RGB 3채널로 분류하고 각각의 값들이 평균과 

분산 값을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여기서 분산

과 평균값에 따라 중앙차선을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침식, 팽창의 연산을 진행 후 남은 잡음에 

대하여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진행하여 작은 영역들

은 지우고 중앙차선만 남게 한다. 잡음이 많은 영역은 

침식, 팽창 연산의 결과로 잡음영역이 차선영역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중앙

차선 검출 성능이 비교적 좋지만 자율주행에 사용하려

면 인식률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Jang [6], 그리고 Choi[7]는 입력영상에 대해 탬플릿

매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소

실점을 계산한다. 검출해낸 두 차선에 대해 일정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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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샘플링을 진행하고 입력영상은 4차원 벡터로 하

여 차선영역의 색상(bL, gL)과 도로영역의 색상 (bR, gR) 
로 결정한다. 픽셀의 색상에 대하여 정규화한 값들은 

식 (1)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1)

입력 값 (bL,gL,bR,gR) 4개를 입력 노드로 설정하고 출

력 값이 [1,-1]이면 흰색이라 판단하고 [-1,1]이면 황색

으로 판단한다. MLP(Maximum Likelihood Predictor)
과정을 거쳐 다양한 조명환경에 강인한 중앙차선 검출

을 진행하였다. 차선정보와 도로정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인식률이 95.62%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

만 차선 정보만을 사용할 때는 인식률이 61.03%이다. 

Ⅲ. 제안하는 차선색상 판별방법 

본 논문에서는 조명환경에 강인한 중앙차선 검출 방

법을 제안한다. 먼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연속

적인 영상을 받아온다. 영상에서 검출된 차선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심영역을 결정한다. 결정된 관심영역은 좌 

차선영역, 도로영역, 우 차선영역 세 구역으로 나눈다. 
세 구역의 관심영역에 대하여 영상처리과정을 거쳐 차

선후보로 판단되는 픽셀만 RGB값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픽셀들은 이진화 한다. 남아있는 픽셀들을 S-색상 

공간으로 변환하여 특징추출을 한다. S-색상 공간에서x
축은 S' y축은 S"으로 설정하여 RGB영상에서 획득한 

픽셀을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환시켜준다. 입력된 영

상에서 각각 3개의 관심영역을 선택하여 특징추출을 진

행한 후 각각 특징들에 대해 분포도의 최종 무게중심점

을 찾는 mean-shift 알고리즘을 시행한다. 관심영역에

서 최종 무게중심점의 x값은 차선 색상을 결정하는 중

요한 정보이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Fig. 1 Flow diagram of the proposed lane color recognition 
method

3.1. 주행차선 검출 및 조감도 생성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중앙차선 판별 방법은 입력

된 영상에서 좌, 우 차선 영역과 도로 영역을 세 개의 관

심영역으로 정하고, 세 개의 관심영역 중 좌, 우 차선 관

심영역에 대하여 차선을 구성하는 픽셀만을 추출하고 

색상 특징을 추출한다. 픽셀들의 색상특징은 2차원 S ́, 
S ̋공간 좌표에서 표현되며 개선된 mean-shift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각각 관심영역의 특징 데이터 분포에서 무

게중심을 찾아 차선의 색상을 판별한다. 
제안 기술은 우선 차선 영역을 검출하여야 한다. 차

선영역 검출을 위해서는 도로 차선정보를 정확히 알아

야 하며 이를 위하여 Jang [8]의 차선검출 기술을 사용

하였다. 그림 2(a)의 입력영상을 예를 들어 주행차선을 

검출하면 좌, 우 차선의 직선을 그림 2(b)에서와 같이 

L0, L1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c)에서와 같

이 영상에서 x축과 평행한 두 직선 L2, L3를 긋고 만나

는 네 점 P0, P1, P2, P3를 이용하여 호모그래피(homography) 
변환으로 조감도(Bird-eye) 영상을 획득한다[9]. 이는 

관심영역을 직사각형 형태로 정의하여 영상처리를 용

이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Fig. 2 Generation of bird-eye view image (a) Input image 
(b) Lane detection (c) Four control points (d) Bird-sys 
view image 

3.2. 관심영역 추출 및 영상처리

앞에서 획득한 조감도 영상에서 주행차로의 좌측 차

선과 우측 차선을 기준으로 그림 3과 같이 관심영역을 

결정하고 영역의 크기는 64×400로 정한다. 도로의 관심

영역은 차선의 관심영역보다 좁게 8×400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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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다양한 표시들이 그려져 있다. 이런 표시들은 

도로 색상만의 특징추출에 방해가 되므로 도로영역은 

차선영역보다 크기를 작게 설정하였다. 
조감도 영상에서 결정한 두 차선영역에 대해 영상처

리를 진행한다. 도로영역에 대하여 영상처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도로영역은 현재 차선이 어두운 

환경인지, 노을에 있는 환경인지를 도로영역을 기준으

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로영역의 픽셀의 색상은 회색

으로 무채색이기 때문에 영상처리를 진행하면 전체가 

이진화되어 모든 픽셀이 검정색으로 변환되므로 도로

영역의 영상은 전처리를 하지 않고 RGB영상 그대로 특

징추출을 위한 샘플링을 진행한다. 
좌 차선과 우 차선의 관심영역에 대하여 먼저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로 변환하고 침식, 팽창의 연산을 사

용하여 차선으로 결정된 부분만 RGB 값을 유지하고 이

외의 도로영역으로 결정된 픽셀들은 검은색으로 이진

화를 해준다[10][11]. 그림4는 도로관심영역으로 추출

된 그림3(b)에 대하여 영상처리를 한 결과이다.

(a)                           (b) 
Fig. 3 Region of three interests (a) Bird-eyeview (b) Yellow: 
Road area Blue: Lane area

Fig. 4 Binarization of left and right lane areas

3.3. S-색상 공간 생성 

본 절에는 이전 단계의 영상처리 결과를 이용하여 관

심영역에 남아 있는 차선을 구성하는 픽셀에 대한 특징

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차선픽셀들에 대하여 RGB 3차
원 정보를 2차원 정보로 변형한다. 식 (2)를 사용하여 

RGB 색상공간을 S ́및 S ̋ 2차원 정보로 변환한다[12]. 
그림 5에서는 이진화된 차선영역에서 특징추출을 위해 

샘플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차선영역에서 

차선으로 판단되는 픽셀들을 샘플링하기 위하여 일정

한 간격으로 수직방향으로 샘플링 간격을 두었다. 모든 

차선 픽셀들의 변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선픽셀들의 

일부를 샘플링하였고 이진화 영상에서 차선 픽셀들의 

RGB값을 S ́및 S ̋ 값으로 변환하였다. 

  ′ max

max

 ′′ max

max
(2)

Fig. 5 Sampling of lane pixels 

실제 실험에서 수직방향의 샘플링 간격은 50픽셀로 

정하였고 그림 6에서 S-색상 공간의 매핑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6(a)는 좌측 차선영역, 6(b)는 도로영역, 6(c)
는 우측차선 영역의 특징정보이다. 그림 7은 좌, 우 차

선의 색상이 흰색인 경우이며 도로와 동일하게 무채색

으로 S ́ 및 S ̋ 값 모두 낮기 때문에 S공간의 원점에 특징

들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a)                (b)                 (c)
Fig. 6 S-color space mapping of ROI (a) Left lane (b) 
Road area (c) Right lane

3.4. 개선된 mean-Shift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앞서 진행한 과정을 거친 후 2차원으로 

변환된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mean-shift 알고리즘을 진

행한다. Mean-shift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 분포의 최

대값 또는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으로서 어떤 특징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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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주변에서 가장 데이터가 밀집된 방향으로 특징점

의 무게중심을 이동하여 그 중심이 수렴할 때까지 실행

하는 방법이다. 그림7은 mean-shift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이

동체를 추적하는 경우 주로 사용한다. 그림 7에서 현재

의 무게 중심에서 탐색영역 내의 특징분포를 이용하여 

이동할 방향을 결정하여 탐색영역의 중심을 이동하고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특징 분포의 무게 

중심을 구한다. 

Fig. 7 Mean-shift algorithm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mean-shift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13,14]. 기존의 mean-shift 알고리즘은 식(3)과 같

이 현재의 중심점 x와 그 주변의 점들 N(x)에 대하여 새

로운 중심점 yt를 구하고 yt를 x 점들의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중심점의 위치가 수렴

할 때 까지 이동과정을 반복하였다. 중심점 계산에 사용

되는 가중치(weight) 는 일반적으로 식 (4) 와 같이 점 x
와 주변점 xi 사이의 거리에 대한 지수함수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ean-shift의 가중치 계산에 

두 가지 거리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적

으로 획득되는 도로 영상에서 차선 색상정보를 S-색상 

공간으로 특징점을 매핑하고 특징점 분포의 중심을 찾

기 때문에 시간(time)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식 

(5)에서는 중심점 계산의 가중치 함수에 (xi-yt-1) 을 추

가하였는데 여기서 yt-1는 카메라의 이전 프레임에서 결

정된 특징점의 중심 좌표이다. 이러한 거리 정보를 추

가한 이유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주행차로를 따

라서 계속 이동하는 경향이 많고 차선변경 횟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 우 차선의 색상의 변경 확률이 작

고 색상 특징의 중심 좌표의 변경 확률도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xi-yt-1) 거리값을 지수함수의 지수 (superscript)에 

추가하여 현재 프레임의 중심점이 이전 프레임의 중심

과 갑자기 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    

 ∈    

    
     

 (3)

 (4)

  ∈          

 ∈          

        

 
             



 (5)

 (6)

개선된 mean-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획득된 도로 영상에서 차선의 색상 정보의 특징에 대한 

중심점을 그림8과 같이 구하였다. 그림 8에서 붉은색 

점들은 차선의 색상 특징점, 황색점은 이전 프레임의 

특징중심, 그리고 녹색점은 현재 프레임의 특징중심이

다. 특징의 중심점들은 실제로는 하나의 점이지만 논문

에서 가독성을 고려하여 큰 원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8은 좌측 차선은 황색실선, 우측 차선은 흰색차

선이다. 흰색 차선의 특징 중심은 도로 영역의 중심과 

유사한 위치에 있고, 반면 황색차선의 특징 중심은 흰

색 차선의 중심보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b)의 도로영역의 특징분포와 특징중심은 좌, 우 차선

의 색상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된다. 도로 영상이 일반

적인 조도에서 획득되었다면 도로의 특징은 그림 8(b)
에서와 같이 S-색상 공간이 원점에 가까지 위치한다. 한
편 도로영상이 어둡거나 저녁노을, 또는 터널내부 등 

도로 색상이 달라지는 경우는 흰색 차선 색상의 특징들

도 그 분포가 달라진다. 그러나 도로 영역의 색상 특징 

또한 흰색 차선의 특징과 동일한 벡터의 이동 성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흰색차선은 도로영역의 특징을 기준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황색차선의 색상 특징은 도

로영역의 특징보다 중심점의 이동이 크기 때문에 흰색

차선, 황색차선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a)               (b)                 (c)
Fig. 8 Feature distribution of S-color space (a) Left lane 
(Yellow) (b) Road area (c) Right lane(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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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차선 색상 판별 방법 

이전의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선의 색상 판별은 

도로영상에서 세 부분의 관심영역을 추출하여 각 영역

의 S-색상 공간에서의 특징 분포의 정보를 이용한다. 도
로영역의 중심점 벡터를 yD, 좌측 차선의 특징중심을 

yL, 우측차선의 특징 중심을 yR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선 색상을 판별한다. 식 (7)에서는 좌측 차

선의 색상특징과 도로영역 특징의 거리, 우측 차선의 

색상특징과 도로영역 특징의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식 

(8)에서는 두 거리 값을 임계치 h와 비교하여 차선의 색

상을 판별한다.

   

   
 (7)

if      right line is white 
else                  right line is yellow 
if      left line is white  
else                  left line is yellow 

 (8)

Ⅳ. 실험결과 및 성능분석 

본 실험에서는 그림 9와 같이 카메라를 실험용 차량

의 전방 유리에 설치하여 실제 도로를 주행하여 실험 

영상을 획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는 Point grey
사의 Grasshopper3를 사용하였다. 

Fig. 9 Camera mounted on the vehicle’s front window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맑은 하늘의 조명 환경, 태
양이 없는 흐린 조명, 저녁노을, 터널 내부 등 다양한 조

명 환경에서 실험 영상을 획득하였다. 일반적인 태양광

의 조명에서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차선의 영상이 매우 

밝게 획득되었고 색상 또한 차선의 원래 색상과 매우 

가까운 색상으로 획득되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차선 

특징점들이 S-색상 공간에서 분포됨을 알 수 있고 도로

영역과 흰색 차선의 특징들이 매우 유사한 분포를 가짐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명이 좋은 환경에서는 연속

적인 도로 영상에서 흰색 차선의 특징분포의 중심이 좌

표계의 원점에 거의 유지되었고 따라서 색상 판별의 성

능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에서 그림 15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명환경에

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2는 도로에 그림자

가 드리워진 경우에 획득한 영상과 조감도 영상을 보여

준다. 그림 13의 색상특징의 분포를 보면 그림자가 있

는 경우에도 도로영역과 우측 흰색 차선의 특징분포는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색 좌측차선의 특징

분포는 그 중심점이 도로영역의 특징 중심과 멀리 떨어

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색상의 판별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늦은 오후의 도로영상이다. 노을로 인하여 

도로 영상이 전체적으로 붉은 색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영상은 특이한 경우로 우측 차선이 황

색 차선임을 알 수 있다. 우측 차선이 황색 실선인 경우

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의미한다. 그림 15의 특징분포의 

결과를 보면 노을이 있는 조명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로

영역과 흰색차선의 색상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측 황색차선의 특징분포는 도로영역과 차이

가 있고 특징점의 중심이 이동되어 차선의 색상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노을이 있는 도로환경의 경우 연속적으

로 획득된 영상에서도 차선의 판별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a)                      (b)
Fig. 10 Camera and bird-eye view images (a) White 
left and right lanes (b) bird-eye view image

  

(a)               (b)                (c) 
Fig. 11 S-color space of white left and right lanes (a) 
Left lane (b) Road area (c) Right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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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2 Camera and bird-eye view images of shadow 
areas (a) Yellow left and white right lanes (b) Bird-eye 
view image

(a)                (b)               (c)
Fig. 13 S-color space of shadow road areas (a) Left 
lane (b) Road area (c) Right lane

     

(a)                          (b) 
Fig. 14 Camera and bird-eye view images of a sunset 
(a) Yellow right and white left lanes (b) Bird-eye view 

(a)               (b)                (c)
Fig. 15 S-color space of a sunset image (a) Left lane 
(b) Road area (c) Right lane

그러나 차선 색상의 판별이 어려운 도로환경도 존재

하였다. 특히 터널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순간은 

조도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영상이 과다 노출되

어 차선 색상의 구별이 어려웠다. 그림 16(a)의 경우 터

널의 진출부에서 카메라의 과다 노출로 인하여 흰색 차

선 및 황색 차선 모두 흰색 차선으로 영상이 획득되어 

색상의 판별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도로영상에서좌, 
우의 차선이 우선 인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도 다수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16(b)의 경우에는 

차선인식이 잘못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오인식의 

원인은 차선인식 알고리즘이 차선에 그림자가 짙게 드

리워져 있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차선으로 인식하는 경

우에 주로 발생하였고 또한 차선이 변색된 경우도 차선

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림 16(c)에서는 잘못된 차선인

식으로 관심영역에 차선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관심영역에 차선이 포함하는 픽셀 정보가 부족한 경우

에는 색상 특징정보가 부족하게되어 판별이 어렵다.

   

(a)

    

(b) 

                                                     

(c) 
Fig. 16 Lane detection and color recognition failure (a) 
Tunnel exit (b) lane detection failure (c) Insufficient lane 
colors 

도로 주행 실험에서는 총 10440장의 영상을 실험데

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들은 밝은 조명환경의 영

상, 도로에 그림자가 있는 영상, 노을이 있는 영상, 차선

을 변경하는 영상, 터널을 주행하는 영상 등 다양한 환

경조건에서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데이터의 

모든 영상에서는 좌, 우 차선은 성공적으로 검출된 경

우이며 차선 검출이 실패한 영상은 데이터에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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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는 하늘이 맑은 조명환경, 흐린 조명환경, 그
리고 노을이 있는 조명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

다. 조명환경이 좋은 맑은 하늘의 경우 색상 판별이 매

우 우수함을 알 수 있고 흐린 날씨에도 도로영역의 색

상과 비교를 통한 차선 색상 판별 방법을 사용하기 때

문에 판별에 큰 문제가 없었다. 노을이 있는 영상의 경

우는 흰색 차선과 황색 차선에 붉은색상이 추가되기 때

문에 판별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좌, 우 

차선의 색상이 모두 흰색인 경우가 판별 성능이 우수함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황색 차선의 색상이 일부 차선의 

경우 변색이 되어 색상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Table. 1 Success rate of lane color recognition (W: white 
lane, Y:yellow lane)

illumination no. of 
frames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W W W Y Y W

daytime 7480 100% 97% 97.5%

cloudy 1750 100% 97% 97%

sunset 1210 97% 95% 95%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명환경에서 중앙차선인 황

색차선과 일반 흰색 차선을 구별하기 위한 위한 S-색상 

공간 기반의 차선 색상 구별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차선 데이터가 정확하게 검출되었다고 가정

하고 차선 색상을 판별하였다. 좌, 우 차선의 영역에 대

하여 영상처리를 통하여 차선영역으로 판단한 영역에 

대하여 색상 특징을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mean-shift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색상 특

징 분포의 무게 중심을 찾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S-
색상 공간에서 차선 색상 판별의 정확도는 약 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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