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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watershed를 이용한 차도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차량과 차선 정보를 이용

해 차도 마커와 배경 마커를 자동 생성하는 automatic marked watershed를 이용한 영역 분할 알고리즘이고 이는 지나

치게 많은 영역이나  마커를 위한 수작업 같은 watershed 기반 영역 분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차도 마커는 

차선은 포함되나 차량은 배제되는 순수한 차도 영역을 위한 속성을 포함하고 배경 마커는 차량과 배경을 포함하는 

나머지 영역을 위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도로 영상에 적용된 영역 분할 결과들은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한 마커들을 생성할 수 있고, 주행 차로와 양옆 차로를 포함한 필수 차도 영역을 적절하게 분할할 수 있

는 것을 보여주고, 성능 면에 있어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작업으로 생성된 마커를 사용한 기존 알고리즘과 대등

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oad segmentation algorithm using a watershed. The proposed algorithm is a segmentation 
algorithm using an automatic marked watershed that automatically creates a road marker and a background marker 
using information about vehicles and lanes on road and it can solve problems of a watershed-based segmentation such 
as overmany regions or handworks for markers. The road marker has property for pure road areas in which lanes are 
included but vehicles are excluded and the background marker has property for the areas left in which vehicles and 
background are included. Results of segmentation applied to real road image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automatically creates appropriate markers and it can properly segments the required road area that include the lane with 
a vehicle and its both side lanes in various environments, and it is equal to the conventional algorithm using markers 
created by handwork i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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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은 하나 혹은 다수의 속성에 의해 구분되는 동질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질 영역을 분할하는 것을 영

역 분할이라 한다[1-3]. 영역 분할은 컴퓨터비전 영역에

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고 경계선을 근거로 분

할하는 에지기반과 밝기 유사성을 근거로 분할하는 영

역기반의 영역 분할로 나누어진다. watershed는 밝기 

정보를 이용해 동질 영역을 확장하고 경계 정보를 이용

해 영역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으로 각각의 정보만을 이

용하는 알고리즘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3-6]. 그러나 

watershed[2]는 잡음이나 미세한 밝기 변화에 의해 영

상을 지나치게 작은 영역들로 분할하는 경향이 있어 서

로 다른 동질 영역들을 한 동질 영역으로 묶는 마커

(marker)을 이용한  marked watershed[3]가 소개되고 있

다. watershed는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7]을 위해 

차도(road)  영역을 분할하는 알고리즘으로도 활용되고 

있다[6]. 그러나 watershed를 이용해 차도를 분할할 경

우 차도 영역이 수많은 영역으로 분리되어 결합하는 과

정이 요구되고, marked watershed를 이용하는 경우는 

마커를 직접 지정해야 하고, 또한 차도에 차량이 존재

하면 그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차도에 차량이 존재해도 적절하게 차도 영

역을 분할할 수 있는 차도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차도 영역은 위험 감지 목적에 따라 주행 차로와 갓길 

포함한 양옆 차로를 최소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안된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마커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기존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략적인 차량과 차선을 검출

하고, 차량과 차선 정보를 근거로 배경 마커와 차도 마

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마커들이 적용된 automatic 

marked watershed로 차도 영역을 분할하고 있다. 여기

서 배경 마커는 차량 영역과 차도 이외 영역의 속성을 

갖고, 차도 마커는 보정 과정을 거쳐 차량이 배제된 순

수 도로 영역의 속성을 갖고 있다.

실제 도로 영상에 적용된 실험들을 통해 차도가 직선

형이든 곡선형이든 차도 영역에 차량이 있든 없든 다양

한 환경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절한 차도 마커와 배

경 마커를 생성하고 차도 영역을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

을 보일 것이다. 

Ⅱ. 자동 마커 생성을 위한 정보 검출 

제안된 알고리즘은 차량과 차선 정보를 근거로 마커

를 자동 생성하고 있어 차량과 차선 검출이 필요하다. 

계산량을 고려해 기존 알고리즘을 단순화하여 대략적

인 차량과 차선을 검출한다. 

2.1. 차량 검출

차량은 차도 위에 있지만 차도와 다른 영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도 분할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차량 검출

을 통해 차량을 차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차량 검출

은 차량 그림자가 낮은 밝기와 높은 채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행된다[8]. 또한 차량 그림자의 위치

를 고려할 때 차량 검출 영역은 영상 하단 40%로 제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자 검출을 위해 먼저 제한된 영

역에서 영상의 채도 성분()과 밝기 성분()의 차를 

이용해 그림자를 강조하고 여기에 식 (1)의 문턱치 기법

을 적용해 2진 그림자 영상()을 생성한다. 

      

    max     max
        (1)

여기서 max 과  은 각각 큰 값과 평균값

을 선택하고 는 실험적으로 얻어진 최저 문턱치로 

100을 사용하고 있다.

차량 영역은 그림자를 근거로 차량 영역의 기준 위치

를 찾고 그 위치에서 일정 크기의 사각 영역으로 지정

된다. 기준 위치를 위해 그림 1(a)처럼 2진 그림자 영상

에서 수직 투영을 통해 그림자 폭(), 수평 시작 위치

(), 수평 투영을 통해 그림자의 하단 위치()를 먼저 

찾는다. 그리고 검출 오차를 고려하여 (  , 

 )를 차량의 기준 위치인 좌측 하단 꼭짓점으

로 설정하고 ×의 사각형을 차량 영역으로 

지정한다. 단 차량 영역의 최대 폭은 영상 폭의 1/3로 제

한한다. 그림 1(b)는   를 근거로 설정된 차량 영

역을 사각형으로 표시한 예이다. 

2.2. 차선 검출

선명한 차선은 차선 검출을 쉽게 하므로 차선 개선이 

선행된다. 차선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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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녹색을 동시에 큰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상의 

적색 성분()과 녹색 성분()을 식 (2)에 적용하면 개

선된 차선 영상()을 얻는다. 

     ×                      (2)

차선 검출은 계산량을 고려해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

된 허프 변환이 사용된다. 즉 차선이 분명히 나타나는 

영상의 하단 40%만을 검출 영역으로 사용하고 사전 검

출된 차량 영역을 제외한다. 영상의 하단 40% 영역은 

다시 4 개의 수평 영역으로 분할되고 분할된 각 영역에

서 허프 변환을 이용하여 검출된 직선들에서 차선을 선

택한다[9,10]. 여기서 허프 변환의 기울기는 전방에 대

해 ±45°로 제한되었다.

그림 2는 차선 개선 전후의 영상을 비교하고 있다. 차

선 개선된 영상에서 더 선명한 차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영상 하단 40% 영역의 4 개 영역에서 검출된 

차선을 진한 직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4개의 영역 분할

은 곡선 차도를 고려한 것이다[10]. 

w

xs

ys

(a) shadow detection (b) vehicle area

Fig. 1 Vehicle area detection 

(a) before (b) after

Fig. 2 Lane improvement

(a) straight lane (b) curved lane

Fig. 3 Lane detection

Ⅲ. watershed를 이용한 차도 분할 

본 장에서는 watershed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해 차도 영역을 분할하는 알

고리즘을 기술한다. 

3.1. watershed 알고리즘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 분할에서 먼저 영

역 경계를 검출하기 위해 gradient 영상이 요구되고 이

들은 1차원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이 동질 영역에 

위치하는 골(valley, local minimum)과 경계에 위치하는 

마루(ridgy, watershed line)를 갖는다. 여기에 물을 유입

하면 (a)와 같이 물은 골에 쌓여 영역(catchment basin)

을 형성해 가고 단계적으로 많은 물이 유입되면 (b)~(c)

와 같이 골에 형성된 영역이 인접 영역과 합쳐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마루에 둑(dam, watershed line)이 세워

진다. 결과적으로 (d)와 같이 물이 가득 차면 둑들에 의

해 영역이 분할된다[6]. 

(a) (b)

(c) (d)

Fig. 4 watershed algorithm

watershed 알고리즘은 영상 속의 잡음이나 불규칙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많은 영역들이 생성

되는 문제를 갖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커를 사용하는 watershed 알고리즘이 소개되었

다. 마커는 서로 다른 동질 영역을 하나의 동질 영역으

로 인식되도록 연결된 성분 집합을 골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차량과 차선 정보에서 자동 생성된 마커를 활

용하는 watershed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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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uto marked watershed를 이용한 차도 분할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위험 감지 목적에 따라 주행 

차로와 갓길을 포함한 양옆 차로를 필수 차도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전에 검출된 차량(vehicle, V)과 차선

(Lane, L)의 정보들을 이용해 배경 마커(background 

marker, BMarker)와 차도 마커(road marker, RMarker)

를 자동 생성하고 auto marked watershed를 수행하여 

차도 영역을 분할한다. 그림 5는 차도 분할을 위한 제안

된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BMarker Creation

RMarker∩V

Initial RMarker Creation

RMarker Down

Auto marked watershed

BMarker & RMarker

(1)

RMarker∩L RMarker Width 
(0)

(0)

(1)

Information for V&L 

Fig. 5 Flowchart for road detection

BMarker Creation는 그림 6처럼 차선이 포함되지 않

는 영상 상단 40%에서 가능한 넓은 배경 영역(하얀 표

기)을 확보하고, 차량이 검출되면 차량 영역을 그림과 

같이 배경 영역에 연결하여 배경 마커를 생성한다. 

Initial RMarker Creation은 초기 차도 마커를 생성한다. 

그림 7처럼 영상 하단 4개 영역에서 차선의 평균 좌표

들(백색 원)을 계산하고 나서 그들의 평균 좌표(검은 

원)를 계산한다. 평균 좌표는 주행 차로의 중심 

좌표가 된다. 초기 차도 마커는 식 (3)과 같이 계산되는 

주행 차로 중심 양측의 두 지점(회색 원, )을 연결

한 선분 로 생성된다. 

     

    


          (3)

여기서 와 는 각각 의 우측과 좌측 차선

의 수평 좌표(백색 사각형)들이다. 는 차로 폭으로 두 

사각형 사이의 간격이다. 두 지점을 양옆 차로 위에 설

정하므로 주행 차로는 물론 양옆 차로를 차도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을 보장한다. 차도 마커는 차선을 포함하면

서 배경과 차량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

기 차도 마커에는 배경과 차량 배제와 차선 포함이 보

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 차도 마커에 대한 보정 과

정이 필요하다. 차도 마커 보정을 위해 먼저 차도 마커

와 차량의 겹침(∩)을 확인한다. 차량과 겹침이 있으면

(1) 마커를 계속 내리고, 겹침이 없으면(0) 차도 마커와 

차선의 겹침(∩)을 확인한다. 차선과 겹침이 없으면(0) 

좌우로 확장하여 차량과 겹침이 없고 차선과 겹침

이 있는 보정된 차도 마커를 생성한다. Auto marked 

watershed는 검출된 배경 마커와 차도 마커를 입력으로 

watershed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차도를 분할한다. 

   

 
V area

Fig. 6 Background marker

           PL             PR 

Fig. 7 Road marker

Ⅳ. 실험 결과 및 검토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다양한 알고리

즘들로 표 1의 영상들을 대상으로 차도 분할을 수행한

다. 첫 번째 영상은 직선 도로에 주행 차량이 없는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은 각각 직선 도로와 곡선 도로

에 주행 차량이 있는 경우들이다. 비교된 알고리즘들은 

차량이 무시된 기존 알고리즘(CON-V), 차량이 고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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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고리즘(CON+V), 차량이 무시된 제안된 알고리

즘(PRO-V), 차량이 고려된 제안된 알고리즘(PRO+V), 

분실된 차도가 예측된 제안된 알고리즘(PRO+P)이

다. 기존 알고리즘은 수동으로 마커를 지정하는 

watershed[11]를 이용한 차도 분할이다.

표 2는 실험 영상들에서 설정된 배경 마커와 차도 마

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상단의 흰 선은 배경 마커이

고, 차도의 흰 선은 차도 마커이다. 선의 굵기가 다른 것

은 다른 크기 영상을 같은 크기로 축소하면서 다른 축

소율에 의한 것이다. 차량이 포함된 영상들에서는 차량 

영역이 배경 마커에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차도 마커 위의 검은 선은 초기 차도 마커의 보정 과정

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은 기존 알고리즘을 위해 그려진 

마커들을 보여주고 있다. Marker-V와 Marker+V는 각

각 차량이 무시된 대충 설정된 마커와 차량이 고려된 

신중하게 설정된 마커이다.  

표 4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차도 분할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차량이 없는 Image1에서 모든 알고리즘의 차

도 분할 결과는 비슷하다. 단 기존 알고리즘 Marker-V

에서 차도의 일부만 분할됐는데 이는 중앙 차선에 의해 

영역이 분할되면서 생긴 문제로 적절하지 못한 마커 설

정에 의해 잘못된 영역 분할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Image2,3은 차량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알고

리즘 Marker-V에서는 차량이 마커에 포함되지 않아 차

량도 차도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

안된 알고리즘 PRO-V도 차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차도 

영역에 차량을 포함시키는 잘못된 영역 분할을 수행한

다. 그러나 차량이 고려된 제안된 알고리즘 PRO+V는 

순수한 차도 영역만을 잘 분할하고 있고 이는 차량을 

고려하여 수동으로 설정한 마커들을 사용한 기존 알고

리즘 CON+V와 동등한 결과이다. 또한 알고리즘 

PRO+P와 같이 필요에 따라 예측을 통해 실제 차도 영

Image 1 (304x182) Image 2 (320x240) Image 3 (640x480)

Table. 1 Test images

Image 1 Image 2 Image 3 

Table. 2 Markers for Test images

Image 1 Image 2 Image 3 

Marker-V

Maker+V

Table. 3 Markers for marked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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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mage1과 달

리 Image2,3에서 갓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갓길이 

주행 차로의 옆 차로에 위치할 때 위험 물체의 출현이 

가능한 영역으로 차도로 분할되는 것이 필요하다. 

Image2에서 가드 레일이 갓길과 유사 밝기를 갖고 있어 

차도에 포함하는 watershed 알고리즘의 한계도 보여주

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automatic marked watershed를 이용한 차

도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 watershed 알고리즘이 갖는 지나치게 많은 영역

을 발생시키거나 마커를 위한 수작업이 요구되는 문제

들을 해결해 준다. 마커는 차량이 배제되면서 차선과 

차도 영역의 속성을 포함하는 차도 마커와 차량  영역

과 차도 이외 영역의 속성을 포함하는 배경 마커로 구

분되었다. 마커들을 단순화된 알고리즘으로 대략적으

로 검출된 차량과 차선 정보를 근거로 자동 생성하였

다. 실제 도로 영상에 적용된 실험들을 통해 제안된 알

고리즘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한 배경 마커와 차도 

마커를 생성할 수 있고 주행 차로와 양옆 차로를 포함

한 필수 차도 영역을 적절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보

여주었다. 또한 성능 면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작

업으로 생성된 마커를 사용한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과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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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1 Image 2 Image 3

CON-V

CON+V

PRO-V 

PRO+V

PRO+P

Table. 4 Results of road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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