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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형태학적 처리와 에지 가반 영역 분할을 이용해 환경변화에 강인한 실시간 차선 검출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매 프레임마다 가장 적절한 임계값을 적용시키기 위해 적응적 임계값을 사용하고 투사변환을

통해 영상의 왜곡을 보정한다. 이 후, 관심영역을 지정하고 에지를 검출해 실시간적으로 차선을 검출한다. 형태

학적 처리의 유무에 따른 차선 검출 정확도와 연산 속도를 비교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98.8%
의 차선 검출율과 프레임 당 36.72ms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lgorithm for real-time lane detecting against luminance variation using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 and edge-based region segmentation. In order to apply the most appropriate 
threshold value, the adaptive threshold was used in every frame, and perspective transform was applied to 
correct image distortion. After that, we designated ROI for detecting the only lane and established standard 
to limit region of ROI. We compared performance about the accuracy and speed when we used morphological 
method and do not used. Experimental result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mproved the accuracy to 
98.8% of detection rate and speed of 36.72ms per frame with the morpholog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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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00만에 다

다르고 있으며, 교통사고율 또한 최근 10년간 20만을

꾸준히 넘긴 상태다. 1996년 이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OECD국가

들의 평균 사망자수 보다 높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다[1]. 교통사고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부분은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이것은 교통사고율

의 5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능형 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 자동차와 더불어 많은 연구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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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가 적용된 시스템과 그 범위

Fig. 1. Sensor applied system and its range

과거에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좋지 못해 영상을 실

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 센서는 이론

에만 그쳤다. 하지만 최근 하드웨어의 연산속도와 성

능이 좋아지면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전 센서가 주목 받고 있으며 지능형 자

동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레이더, 라
이더, 비전 센서들은 인지성능 면에서 각기 다른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참조]. 레이더의 경우 센

서 자체 특성으로 인해 전방 다중 차량이 근접하여

동일한 속도로 주행 시 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레이

더 신호의 난반사로 인해 정지된 차량을 인식하지 못

하는 등 복잡한 주행 환경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방 비전 센서

와의 융합을 통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전센서는 레이더, 라이더 센

서들에 비해 날씨, 조도 등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함

을 보이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정확도 또한 우

수하다. 따라서 비전 센서를 사용한 환경변화에 영향

을 적게 받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면 센서 가격대비

좋은 성능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형태학적 처리를 통해 정확

도를 높이고 잡음을 최소화 한다. 그레이 연산, 적응적

임계값(Adaptive Threshold)를 사용하여 차선 검출에 필

요한 전처리(Preprocessing)를 한다. 또한 3x3 행렬을 이

용한 투시 변환(Perspective Transform)을 통해 실제 3차
원 주행영상을 2차원 평면 형태로 바꾸게 된다[2]. 이
는 영상의 관심 영역을 지정해 영역을 분할하는 역할

을 한다.  Canny 에지와 컨투어(contour) 과정을 통해

특징을 추출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출된 에지가

차선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고 2차원 평면 형태 위에

차선을 그린 뒤 역 투시 변환(Inverse Perspective 
Transform)을 하여 차선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Ⅱ. 차선검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선검출 알고리즘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한 알고리즘

Fig. 2. Proposed algorithm.

2-1 전처리

핵심적인 영상 처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처리를

해야 한다. 이는 뒤에 처리할 과정에서 더욱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다. 명암

변화가 큰 곳을 지날 때 카메라가 일시적으로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흰색, 노란색인 차

선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 팽창 연산(Dilation)을 한다. 그림 3을
통해 차선이 두터워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a) Original image      (b) After dilation

(c) Original image      (d) After dilation

그림 3. (a), (b) 밝은 도로/ (c), (d) 어두운 도로 

Fig. 3. (a), (b) Bright road/ (c), (d) Dark road

보완한 주행 영상은 RGB 영상이기 때문에 아래의

식 (1)을 이용해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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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림 4. 흑백 영상 

Fig. 4. Gray Image

 

영상의 형태학적 연산인 팽창(Dilation), 침식

(Erosion), 열림(Opening), 닫힘(Closing)은 영상 내에

서 기본적으로 잡음제거, 구성 요소들의 결합, 분리, 
밝기 값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3], [4]. 그레디언트

(Gradient) 연산을 이진영상에 적용하면 픽셀 값이 급

격하게 변하는 부분의 값은 1(흰색)이 나오게 되고

변화가 없는 부분은 0(검은색)이 나오기 때문에 영역

의 외곽선만 남기는 효과가 있다. 
팽창 연산의 결과와 침식 연산의 결과 영상의 차

분 영상을 구하면 그림 5와 같이 영상 내 특징의 외

곽선을 얻을 수 있다. 


    

(2)

그림 5. 형태학적 기울기  

Fig. 5. Morphological gradient


 max ′ ′ ∈   ′  ′(3)

팽창 연산은 정해진 영역 내에서 가장 큰 값을

pixel 중심부의 값으로 바꾸는 최대값(max)필터의 역

할을 한다. 그레이 영상에서 밝은 영역이 늘어나고

어두운 영역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min ′ ′ ∈   ′  ′(4)

침식 연산은 영역을 좁혀가는 연산이며 최소값

(min)필터의 역할을 한다. 팽창 연산과 반대로 그레

이 영상에서 밝은 영역이줄고 어두운 영역이늘어나

는 연산 결과가 나온다.
그림 6은 Gray 영상에 적용시킨 형태학적 기울기

(Morphological gradient) 연산의 결과이다.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으로 인해 얻은 외곽선은 단순히 Canny 
에지로 얻은 외곽선보다 외부환경에 강하며 안정적

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외곽선 추출을 하는 데 형

태학적 기울기 연산을 사용했다.
 

그림 6.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 결과 

Fig. 6. Result of morphological gradient 

이후 적응형 임계값을 적용해 영상을 이진화 한다

[5]. 적응형 임계값은 모든 프레임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던 하나의 임계값(범위 : 0 ~ 255) 대신 원영상

의 프레임별히스토그램 분포를 고려해 각 프레임마

다 임계값을 결정한다. 프레임별 히스토그램 분포를

통해 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소의 값이 적응적

임계값으로 결정된다. 조명이 급격하게 변하는 영상

에서도 영상의 이진화 결과가 일정한 장점이 있다. 
적응형 임계값 방법을 사용하므로 이전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에도 외곽선이 뚜렷하게

추출되는 결과 또한 얻을 수 있다. 투시 변환에 앞서

이진화 된 영상에 열림 연산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

한 잡음을 제거한다. 이후 적응적 임계값을 적용해

영상을 이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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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daptive Threshold      (b) After opening

  그림 7. 이진화 된 영상 

Fig. 7. Result of binarization 

2-2 투시변환

투시변환은 3차원 공간상의 한 평면을 바라보았을

때 실제 보이는 2차원 평면 형태로 바꾸는 변환이다. 
입력영상의 원근감을 제거하고외곽선을찾을 때 불

필요한 주변은 고려하지 않기 위해 3x3의 변환 행렬

을 이용해 입력 영상을 Top-view 영상으로 변환한

다. Top-view 영상을 이용하면 원근 효과를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산량을 줄인다. 모든 영상처

리를끝낸 뒤 다시 역 변환 행렬  을 통해 원래의

입력영상 시점으로 변환 시킨. 그림 8은 Top-view 영
상과 입력영상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다.

 (a) Original image          (b) Top - view image

 (C) Image of Fig 5-(b)      (d) Top-view image

  그림 8. Top-view 영상 

Fig. 8. Image of top-view

Original Image *    = Top-View Image  (5)

Top-View Image *      = Original Image  (6)

( ,     = 3*3 Transform Matrix)

       (a)Original image       (b) Top-view image  

그림 9. Top-view 영상 

Fig. 9. Image of top-view

위 영상에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최소의

ROI(Region Of Interest)지정을 통해 차선 검출에 필요

한 부분의외곽선만 추출한다. 외곽선을찾는 과정에

Linked List가 사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을줄여

야 실시간 검출이 가능해진다.

2-3 특징추출

본 논문에서 안정적으로 검출하려는 흰색, 노란색

차선은 아스팔트색인 검정색과 경계가 뚜렷한 편이

다. 때문에 차선 주변으로 에지 영역이 형성된다. 이
를 이용하기 위해 Canny 에지로 차선의 에지 영역을

검출한다. 영상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가우시안 필터

를 콘볼루션하여 얻은 평활화 영상은 다음

식(7)와 같다.
 

            (7)

 




  

         (8)
 

Sobel 연산자를 사용하여 x축, y축 방향의 에지

방향을 구한다. x방향 마스크를 라 하고 y방향

마스크를 라 할 때 마스크는 다음 식(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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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에지의 방향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 두 개의 경사

로 총 네 방향으로 양자화 후 비 최대치 억제 처리를

하고, 가설 문턱치 처리를 통하여 에지를 추출한다.  

그림 10. Canny 에지 검출  

Fig. 10.  Result of Canny edge

 
Canny 에지 검출로 이진화된 영상을 얻고 ROI 지

정을 통해 주행 중인 차량 정면에 있는 차선에 대해

서만 외곽선을 검출한다. 이전 과정에서 전처리로 잡

음을 제거 했지만 미세한 잡음이 생겨서 불필요한외

곽선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므로 검출할 외곽선에 대

한 조건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본 논문에서 찾을

외곽선인 차선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로/
가로 의 비율이 5이상, 차선의 기울기가 160~200도
이다. 아래 식(10), (11)로 외곽선의 조건을 정한다. 

 

 
≥               (10)

 ≤  ≤          (11)

식 (10)의  ,  , 

는 각각 추출된 외곽선의 폭과 높이, 기울기이다. 위
와 같이외곽선의 범위를 정하고 프리만 체인코드를

이용하여외곽선의 수평, 수직 대각 성분의 끝점만을

저장한다[6]. 그러면 이미지에서는 다음 그림 11과
같은 타원의 정보를 얻게 된다.    

 

     (a)                         (b)   

그림 11. 외곽선 타원 정보 검출  

Fig. 11. Outline ellipse detection

 
2-4 차선 인식 및 판단 

타원의 정보를 얻은 후 추출 결과가 왼쪽 차선인

지 오른쪽 차선인지 판단하기 위해 타원의 x좌표 영

역을 제한한다. 그림 11-(b)를 보면 검출된 외곽선의

위치가 영상의 정 중앙이 아닌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정한 ROI 영역에서 일정한 X좌표 값을 정하고 기

준 값 이상은 오른쪽 차선, 이하는 왼쪽 차선으로 인

식한다. 그림 12-(a)는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의 분

리를 나타낸다. 좌우로 차선을 분리한 후 좀 더 유연

한 차선 검출을 위해외곽선의 높이 정보를 이용하여

좌, 우를 각각세 등분으로 나눈다. 세등분으로 나누

는 이유는 후에 Top-View 영상을 다시 원영상으로

역 변환 했을 때 좀 더 유동성 있게 보이기 위함이고

좀 더 정확한 차선을 그려주기 위함이다.

    (a)                               (b)

그림 12.  (a) 조건 적용 후 분리, 

(b) 좌, 우 차선 세등분으로 분리  

   Fig. 12. (a)Condition applied after separation 

(b) Separate into three part, the left and right lane

 

각각 분리 된 영역에서 주어진 외곽선 정보를 이

용하여 직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구해 차선을 그린다.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정보로 그려주는 것은 차선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검출을 위해

15프레임씩 저장하고 평균치를 계산하여 그려주도록

한다. 그림 12-(b)와 같이 Top-view 영상 위에 직선들

을 그린 뒤 3x3 역 변환 행렬을 이용해 원래 원근감

이 적용된 영상으로 변환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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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a) 그림 14-(b)

54.5%(808/1481) 98.8%(1464/1481)

 
Ⅲ. 실험 및 결과 

본 본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속 60km 이상

의 주행 영상에 적용하였다. 저속 주행 시 발생하는

주변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비전 센서만으로

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 자동차의

고급 차종에 적용된 차선이탈 경보시스템인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경우를 보

면 시속 60km이하인 경우 아예 경보 시스템이 작동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Visual Studio 2008을 이용하여

C++로 구현하였다. 하드웨어는 Intel(R) Core(TM) i5 
CPU와 2GB-RAM을 탑재한 PC를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에 사용된 영상은 입력 영상이 480×272 해상도

의 주행 영상 1418 프레임이다.
형태학적 기울기연산 유무에 따른 이진화 결과를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

에서 이진화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외부 환경이 변

할지라도 이진화 결과가 얼마나 선명하고 강인하게

나오느냐에 따라 차선 검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림 13의 도로를 보면 밝기 변화, 주변 장애물등

의 외부요인의 변화가 거의없는 상태이다.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의 유무에 따른 이진화 결과가크게 다르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의 유무에 따른 차선 검출에 큰 차이가 없다. 

              (a)                     (b)

그림 13.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 유무에 따른 이

진화 결과 (a) 무 (b) 유 (외부 변화 많은 경우)
Fig. 13. Binarization result according to the present 

or absent of morphological gradient (a)absent 

(b)present (many external condition changes)

하지만 그림 14를 통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현재 차량이 터널 내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햇빛으로 인해 밝았던 외부가 붉은색 백열등으로 바

뀌면서 어두워지고 차선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는 등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외부 변화 요인이 생긴다. 형
태학적 기울기 연산을 했을 때 이진화 결과는외부환

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을 하지않은 경우 이진화 결과

가 사람의눈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차선 검출 시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을 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아주 적음을 표1의 결

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                  (b)

그림 14.  형태학적 기울기 연산 유무에 따른 이진화 

결과 (a) 무 (b) 유 (외부 변화 적은 경우)

Fig. 14. Binarization result according to the present 

or absent of morphological gradient (a)absent 

(b)present (less external condition changes)     

표 1.  차선 검출률(검출 프레임/전체 프레임)

Table 1. Lane Detection Rate(Detection Frame/Total 

Frame)

     (a)기존 검출 방법      (b) 제안된 검출 방법 

그림 15.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Fig. 15.  Result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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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 속도(ms)

전처리 Dilation 4.3997

Morphological 

Gradient 0.7028

Adaptive   

Threshold 2.7061

Opening 0.5516

영역 분할 Perspective   

Transform 3.1236

특징 추출

Canny   Edge 4.0650

Contour 15.4253

판단 Inverse   

Transform 5.7476

Total 36.7217

기존 알고리즘을 통해 차선을 검출하면 밝기가 급

격하게 변화는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차선을 놓치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15-(b)를 보면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조명

변화에 강인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성능 평가에 사용

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강인함을 보이

는지 확인 했다. YouTube에서 무작위로 밝기 변화가

있는 5개의 주행 영상을 받아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16을 보면 [야외-터널 진입-터널
내부 조명변화]등 밝기가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변하

지만 차선을 인식함에는 전혀문제가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그림 16.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다른 영상  

Fig. 16. Result of proposed algorithm(Other image)

표 2. 주요 단계 별 연산 속도

Table 2. Major step computation speed

표 1은 각 단계별 연산 속도를 나타낸다. 하나의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36.7217ms가 소요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1초에 27.23장의 프레임을 처리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시간 영상처리가 가능함

을 의미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형태학적 연산을 이용한 에지 기반

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환경

변화가 심한 영상에서 차선 검출률이 98.% 이상이고, 
처리시간은 프레임 당 평균 36.7217ms로 실시간 처

리가 가능하다. 이는 차량에 장착된 비전 센서로 밝

기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실시간 차선 검출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다양한

밝기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차선 검출이 안정적으

로 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차선의 선명도,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장애물 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이런 상황에서 통계적

예측을 통해 차선 검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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