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9, No. 6, June 2016(pp. 979-989)
http://dx.doi.org/10.9717/kmms.2016.19.6.979

차로 수 정보와 텍스쳐 분석을 활용한
주행가능영역 검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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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rsable Region Detection Algorithm using
Lane Information and Texture Analysis
Sung Soo Hwang†, Do Hyun Kim††

ABSTRACT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is an essential step for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self-driving car systems, and it has been conducted by detecting lanes from input images. The
performance can be unreliable, however, when the light condition is poor or there exist no lanes on the
roads.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n algorithm which utilizes the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lanes and texture analysis. The proposed algorithm first specifies road region candidates by
utilizing the number of lanes information. Among road region candidates, the road region is determined
as the region in which texture is homogeneous and texture discontinuities occur around its boundaries.
Traversable region is finally detected by dividing the estimated road region with the number of lanes
information. This paper combines the proposed algorithm with a lane detection-based method to construct
a system,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system detects traversable region even on the road with
poor light conditions or no lanes.

Key words: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Number of Lanes, Texture Analysis, Histogram Matching
서 론

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 여러 자동차 기업 뿐 아니
라 구글 등의

최근 운전 보조 장치(Advanced
tance Systems: ADAS)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river Assis-

및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ADAS는

IT업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제안된 대부분의

ADAS

및 자율 주행 자

운전자의 부주의로

동차 시스템은 주행가능영역 검출이 선행되어야 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의 편의성을 높이기

다. 주행가능영역이란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에

위한 시스템으로서,

피해를 주지 않으며 주행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

ADAS의

예로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차선 변경 보조 시스

다. 대부분의 도로의 경우

템, 그리고 사각 지역 검출 시스템 등이 있다. 자율

영역이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제안된

주행 자동차는

더욱 진보되어 운전자의

주행가능영역 검출 기법들은 차선 검출을 통해 주행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자율

가능영역을 검출하였다[1-11]. 그러나 기존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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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Several road examples (a)A road example with clear lanes (b)A road example with bad illumination condition
(c)A road example with occluded lanes (d)A road example with no lanes.

된 기법들은

같이 날씨 및 조명의 영향으

비도로영역의 텍스쳐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안

로 차선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그 성능이 저하될 수

Fig. 1(b)와

알고리즘은 차로 수 정보와 텍스쳐 분석을 통해 입력

있다.

같이 차선이 지형지물에 가려진 경

영상 내 도로 영역을 검출하고, 그 후 차로 수 정보에

같이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반을 두어 분할함으로써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한

있어서도 차선 검출에 기반을 둔 방식은 주행가능영

다. 제안 알고리즘은 차선의 손상이 있거나 차선이

역을 검출하기 어렵다.

및 자율 주행 자동차

없는 도로에 있어서도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할 수 있

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는 장점이 있어 기존에 제안된 차선 검출 기반 기법

에서 주행가능영역 검출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다른

에 비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우,

Fig. 1(c)와

Fig. 1(d)와

ADAS

방식의 주행가능영역 검출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본 논문에서는 차로 수 정보와 텍스쳐 분석을 통

제안된 주행가능영역 검출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여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3장에서는

다. 최근 카메라뿐만 아니라

Global Positioning Sys-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차선 검출 기반 알고

또한 차량에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

리즘과 결합한 주행가능 검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tem(GPS)기기

고 있다. 그 이유는

GPS기기를

통해 차량의 위치 및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사고 처리 등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4

한다. 5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GPS기기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면 전자지도 데이터로부

2. 관련 연구

터 현재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의 차로 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차로 수 정보는 도로

기존에 제안된 주행가능영역 검출 기법들은 차선

영역 검출에 활용될 수 있다. 입력 영상 내 텍스쳐의

검출을 통해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하였다. 차선 검출

불연속성을 검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도로영역 검

을 위해서는 차선의 색이 황색 혹은 흰색이며, 도로

출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입력 영상 내 도로영역과

의 색상과 큰 대비를 가진다는 특성을 활용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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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었다
입력 영상을

[1-4].

색상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Hue-Saturation-Value(H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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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알고리즘

모델로

변환한 후 채도 성분과 명도 성분을 이용하는 기법이

3.1 제안 알고리즘의 개요

제안되었다[1]. 황색 차선의 강조를 위해 영상을 흑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개요

백레벨로 변환한 후 기존 픽셀에 대해 흑백레벨과

를 나타낸다. 제안 알고리즘은 차량이 현재 주행 중

더하는 기법 또한 제안되었다[2]. 색 대비 정보를 활

인 도로의 차로 수 정보 및 차량 전방 영상을 활용하

용한 차선 검출로는 영상 전체의 그라디언트(Gradi-

여 도로영역 및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차선을 검출하는 기법 및

서는 주행가능영역을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에

국소 영역 내 그라디언트 특성을 이용하여 차선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주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의한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4].

다. 도로영역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ent)

도로영역 내 에지 검출을 먼저 수행한 후 모델링

주행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의한다. 먼저 차로 수 정

을 통해 차선 검출을 수행하는 기법들도 제안되었

보를 통해 도로영역 후보를 생성한다. 그 후 입력 영

다. 참고문헌

영상을 블록화 하여 잡음을

상의 텍스쳐 분석을 통해 도로영역 후보 중 하나의

포함한 블록들을 먼저 제거하고, 남은 블록들을 활

후보를 도로영역으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검출된

용하여 차선에 대한 스네이크(Snake) 모델링을 수

도로영역을 차로 수 정보를 통해 분할함으로써 주행

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스네이크 모델링 이외에

가능영역을 검출한다. 이러한 방식의 주행가능영역

도 비스플라인(B-spline) 모델 및 쌍곡선 모델을 활

검출은 차선 검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

용하여 차선을 검출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6,7].

이 훼손되거나 차선이 없는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

[5]에서는

허프 변환을 활용한 차선 검출기법도 제안되었으며
[8],

보다 정확한 차선 검출을 위해서 감마값 자동

3.2 차로 수 정보를 활용한 도로영역 후보 생성

조절을 통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기법도 함께
제안되었다.
그 외에도 전방 영상을 탑뷰(Top-view)로 변환하
여 탑뷰 영상에서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 강인한 에
지 검출을 위해 국소 영역별로 에지 검출을 수행하여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9,10]. 차선 영
역을 추출한 후 거리에 따른 계산과 트래킹 필터
(tracking filter)를

이용하여 직선에 대해 예측하여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11]. 이러한 기
존 기법 모두 차선이 존재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
며, 차선이 크게 훼손되었거나, 조명 상황이 나쁠 경
우 차선 검출이 용이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Fig. 3(a)와 (b),
2차선

그리고

(c)는

각각 차량이 편도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 편도 4차선 도로

에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편도 4차
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의 촬영한 영
상과 이에 해당하는 도로영역을 나타낸다.
와

(b)에서

Fig. 3 (a)

확인할 수 있듯이 주행 중인 도로의 차로

수에 따라 입력 영상 내 도로영역이 매우 다르게 존
재한다. 동일한 차로 수의 도로라도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 따라 도로영역의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는

Fig. 3 (b)와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이 올바

르게 주행 중인 상황과 좌, 우로 치우쳐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상 내 도로영역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제안
알고리즘은 차로 수 정보 및 차량의 주행상황을 고려

Fig. 2 The overview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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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ad images when a car is driving at different roads and lanes. (a) A road image when a car is driving
on roads with two lanes (b)A road image when a car is driving on the second lane of the roads with four
lanes (c) A road image when a car is driving on the third lane of the roads with four lanes (d)Coordinates
of points to generate road region candidates (e) shape of road region candidat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nes with no leaning.

하여 다양한 형태 및 개수의 도로영역 후보를 생성한

상황에서 차로별로 생성되는 도로영역 후보의 형태

다. 예를 들어 주행 중인 도로가 2차로 도로의 경우,

를 나타낸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2차로에서 주행 중인

경우로의 도로영역 후보가 생성되며, 각 차로별 차량
이 좌, 우로 치우쳐서 주행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총
6개의

도로영역 후보가 생성된다.

3.3 텍스쳐 분석을 통한 도로영역 검출 및 주행가능영
역 검출
도로영역 후보를 생성한 후에는, 텍스쳐 분석을

도로영역 후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영상

통해 후보들 중에서 도로영역을 선정한다.

Fig. 4(a)

내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로영역의 내부는 유사한

탑재 위치를 고려하여 관심 영역을 설정하였고, 차량

텍스쳐가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도로영역과 비도로

보닛 영역과 대기 영역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정하였

영역의 텍스쳐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 도로영역

다. 관심영역을 설정한 후에는,

같이 도

후보가 규정하는 도로영역과 비도로영역 간의 텍스

로영역 설정에 사용되는 좌표들을 실험을 통해 설정

쳐를 비교하여 텍스쳐 유사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는

하였다. 각각의 좌표를

후보를 도로영역으로 선정한다.

Fig. 3 (d)와

Fig. 3 (d)의

 와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도로영역

도로영역 검출을 위한 텍스쳐 분석은 다음과 같이

후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두 직선이 구성하는

이루어진다. 먼저 각 해당 도로영역 후보가 규정하는

영역으로 정의된다.

주행 중인 도로의 차

도로영역과 비도로영역의 일부를 설정한다. 이를 위

로 수 및 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 그리고 차량의 치우

해 각 도로영역 후보의 오른쪽 경계를 활용한다. 오

침에 따른 도로영역 후보 생성에 사용되는 두 직선을

른쪽 경계를 활용하는 이유는 도로영역 후보의 왼쪽

나타내며,

경계의 경우 반대편 차로가 존재하여 텍스쳐 분석이

Table 1은

Fig. 3(e)는

차량이 치우침 없이 주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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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ints in Fig. 3(d) to generate road region candidates for various cases
Total number

The lane a car is

of lanes

currently driving
first lane

two-lane roads
second lane

first lane

three-lane roads

second lane

third lane

first lane

second lane
Four-lane roads
third lane

fourth lane

Car leaning
leaning to left side

no leaning

leaning to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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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0, b > 0

a = 0, b = 0

a < 0, b < 0


  , 
  ,




  ,   ,


  , 
  ,

a > 0, c < 0

a = 0, b = 0

a < 0, c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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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b < 0, c > 0

a = 0, b = 0

b >0, c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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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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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0, c > 0

a = 0, b = 0

b >0, c <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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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0, b > 0

a = 0, b = 0

a < 0, b < 0

























(a)

























(b)

Fig. 4. Region selection for texture analysis. (a) Input image (b) Region-Of-Interest setting and region selection.
Yellow rectangle represents definite road region, blue rectangle represents a sample inside road region,
red rectangle represents a sample outside road region.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 해당 사각형 내부를 비도로영역으로 설정한다.

Fig. 4(b)는 Fig. 4 (a)로부터

Fig. 4 (b)내부의

상이며,

Fig. 4(b)내의

관심영역을 추출한 영

청색 사각형과 적색 사각형은 각각

녹색 직선은 도로영역 후보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된 도로영역과 비도로영역

오른쪽 경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계선의 중점과 관

을 나타낸다. 제안 알고리즘은 또한 항상 도로영역이

심영역의 정중앙 하단점인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

각형을 정의할 수 있으며, 해당 사각형 내부를 도로

는 이러한 영역을 명백한 도로영역으로 명명하며, 주

영역으로 설정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도로영역

행 차량이 앞 차량과의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후보의 오른쪽 경계선의 중점과, 관심영역의 우상단

가정하여 영상 중하단의 영역을 명백한 도로 영역으

에 해당하는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정의하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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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로영역 후보 별로 도로영역, 비도로영역, 명

검출은 차선이 훼손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도로에

백한 도로영역을 설정한 후에는 각 영역 간 텍스쳐의

서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할 수 있지만, 차량이 주행하

유사도를 히스토그램 매칭을 통해 계산한다. 명백한

는 도로에서 차선 검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

도로 영역의 히스토그램을  , 도로영역의 히스토그

서도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램을  라고 하였을 때, 두 영역간의 텍스쳐 유사

텍스쳐 분석 기반 기법과 차선 검출 기반 기법을 결

도는 수식

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가능영역 검출을 적은

(1)과

같이 계산된다.

계산량으로 수행하였다.



     

 min   




 

(1)

  은  의 번째 bin의 원소수를 의미한다. 유

사한 방식으로 도로영역과 비도로영역간의 텍스쳐
를 계산하며, 비도로영역의 히스토그램을   라
고 하였을 때 수식

(2)을

활용하여 도로영역과 비도

로영역간의 텍스쳐 유사도를 계산한다.





도로수 정보 및 텍스쳐 분석을 통한 주행

기법을 결합한 시스템을 나타낸다. 해당 시스템은 먼
저 전방 영상만을 활용하여 영상 내 차선 검출을 시
도한다. 차선 검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
우 주행 가능영역은 차선 검출 결과를 통해 결정된
다. 차선의 훼손이나 차선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차



       

Fig. 5는

가능영역 검출기법과 차선 검출 기반 주행가능영역

min     
(2)

임의의 도로영역 후보가 도로영역으로 결정되기

선 검출에 실패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여 텍스쳐 분석을 통해 주행가능영역을 검출
한다.

위해서는 해당 도로영역 후보를 통해 규정된 명백한

차선 검출 기반 주행가능영역 검출을 위해서는 입

도로영역과 도로영역간의 유사도는 높아야하며, 도

력 영상에서 에지를 추출하며, 에지 추출을 위해서는

로영역과 비도로영역간의 유사도는 낮아야 한다. 즉,

캐니 에지 연산자를 활용하였다. 캐니 에지 연산자의

올바른 도로영역 후보의 경우     값이 크

경우 보다 정확한 에지 성분 검출을 위해 문턱치 처

고,        값이 작아야 하며, 각 도로영

리를 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제안 시스템에서는 보다

역 후보의 신뢰도는 수식

확실한 에지 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해 높은 문턱치를

(3)과

같이 계산된다.

                   
   

(3)

수식

(3)을

통해 계산되는 신뢰도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각 도로영역
후보의 신뢰도를 계산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도로

적용하였다. 에지가 추출되면 추출된 에지를 활용하
여 허프 변환을 수행한다[12]. 허프 변환의 수행에
필요한 누적 맵의 문턱치 서리에 있어서도 확실한
직선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높은 문턱치를 적용하였
다.

Fig. 6(a), (c), (e)는

각각 입력 영상, 입력 영상에

서의 에지 추출 결과 및 추출한 에지를 활용하여 허

영역 후보를 선정하여 영상 내 도로영역을 검출한다.
도로영역이 검출되면, 차로 수 정보를 활용하여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한다.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각
차로별로 도로영역 후보를 설정하고, 설정된 후보 중
도로영역의 특성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후보를 도로
영역으로 검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를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된 차로 정보와 차로
수 정보를 통해 도로영역을 분할함으로서 주행가능
영역을 검출하였다.

4. 제안 알고리즘을 활용한 주행가능영역 검출
시스템
도로수 정보 및 텍스쳐 분석을 통한 주행가능영역

Fig. 5.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system consisting
of a lane detection algorithm and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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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ne detection for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a)(b)input images (c)(d)Edges extracted from (a) and (b)
(e)(f)Extracted lines from (c) and (d) via Hough transform.

프 변환을 수행하여 차선을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루어진 경우 주행가능영역은 차선 검출만으로 검출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의 상황 혹은 조명의 상황

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로 수 정보 및 텍

이 좋지 않거나 도로에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스쳐 정보를 활용하여 주행가능영역을 재 검출한다.

차선 검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d), (f)는

Fig. 6(b),

조명의 상황이 좋지 않는 환경에서 획득된

5. 실험 결과

입력 영상, 이러한 입력 영상에서의 에지 추출 결과
및 추출한 에지를 활용하여 허프 변환을 수행한 결과
이다.

Fig. 6 (e)와 (f)를

비교하였을 때(f)의 경우 허

5.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총 4종류의 영상을 활용하여 제안

프 변환을 통해 검출한 직선의 길이가 짧은 것을 확

알고리즘 및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직선을 통해 형성되는 직선은

실험에 사용한 영상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샘플

차선으로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허프 변환을 통해 검

영상

출한 직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차선 검출이 실패하였

상황이며, 샘플 영상 2는 조명 상황이 불량하며 심각

다고 판단한다. 수식

1은

Fig. 1은

조명 상황이 양호하며 차선 훼손이 없는

같이 제안 시스템에서는

한 차선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영상이다. 샘플

왼쪽 직선과 오른쪽 직선이 모두 성공적으로 검출된

영상 3의 경우 조명 상황은 양호하지만 도로 외곽을

경우에만 차선 검출기반 주행가능영역 검출이 성공

표시하는 차선이 잡초에 의해 가리어진 상황이며, 샘

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플 영상 4의 경우 중앙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4)와

대한 영상이다.

Table 2는

각 영상 별 도로의 차로

수, 조명, 차선의 유무 및 훼손 여부에 있어 서로 다른
(4)

  과   은 각각 검출된 왼쪽 직선과 오른쪽

직선의 길이를 의미한다. 차선 검출이 성공적으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로 영상의 촬영을 위해서는
GPS기기가
[13].

포함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실험 검증에 사용한 컴퓨터의 사양은

Intel Core

Table 2. Specification on road samples
Number of

Damage on

frames

lanes

Illumination

Number of

Inclusion of no

lanes

lane condition

Sample 1

300

No

Good

3

No

Sample 2

300

Serious

Very dark

3

No

Sample 3

300

Moderate

Good

1

Yes

Sample 4

250

-

Good

1

Yes(All frames)

98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6호(2016. 6)

i7-4790 CPU, 8192MB RAM이었으며, OpenCV

이브러리

2.4.11을

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선 검출이 어려운 프레임에서 도로 영역 검출 후 도
로 영역 분할을 통해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한 결과를

제안 알고리즘 구현에 있어 설정한 파라미터는 다

나타낸다.

Table 3는

각 영상 샘플 별 주행가능영역

음과 같다. 캐니 에지 검출기에서는 총 2가지의 문턱

검출 성공률을 나타낸다. 주행가능영역 검출 성공률

치 값이 필요한데, 이때 낮은 문턱치 값을

높은

은 전체 프레임 수 대비 주행가능영역을 올바르게

설정하였다. 허프변환의 구현을

검출한 프레임의 수로 계산되었으며, 주관적으로 판

문턱치 값을
위해서

80으로

60,

OpenCV라이브러리의 HoughLinesP

사용하였으며, 해당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중
은

10, theta는 1, threshold값은 70로

함수를

단한 주행가능영역과의 차이가 심하지 않는 경우 주

값

행가능영역이 올바르게 검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rho

설정하였다. 동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 알고리즘은 평균

일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중 차선 검출의 성공 여부

적으로

판단을 위해 사용되는

minLine-

로의 상태 및 조명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 우수한 성

설정하여 직선간의

능을 나타내었으며, 도로 상태 및 조명 상황에 따라

Gap

파라미터는 각각

minLineLength
40, 2으로

와

거리가 2픽셀 이하이며, 최단직선의 길이가 최소

79

퍼센트의 검출 성공률을 나타내었으며, 도

40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샘플 영상 2의

픽셀은 되어야 직선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히스토

경우 도로 내 차선의 훼손이 심함과 동시에 우천으로

그램 매칭에 있어서는

히스토그램을 사

인해 도로에 물웅덩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주행가능

수는 8개로 설정

영역 검출률이 다른 샘플 영상에 비해 낮았다.

RGB 3채널

용하였고, 히스토그램에 있어

bin의

하였다.

Table 3은

주행가능영역 검출에 사용한 기법의 비

율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제안 시스템은 차선

5.2 실험결과

검출이 용이한 상황의 경우 차선 검출을 통해 주행가

Fig. 7은

샘플 영상에 대해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

능영역을 검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텍스쳐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한 영상은 차선검출

을 통해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한다. 차선의 상태가 비

이 가능한 프레임과 그렇지 않은 프레임이 존재하며,

교적 용이한 샘플 영상 1과 샘플 영상 3의 경우 차선

Fig. 7(a)-(d)는

검출 기반 주행가능영역 검출 비율이 높아 각각

차선 검출이 가능한 프레임에서의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한 결과를,

Fig. 7(e)-(h)는

차

60.8

74.5,

퍼센트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샘플영상 3의

Fig. 7. Experimental results. (a) to (d):Experimental results on sample 1 to sample 4 when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is performed by lane detection (e) to (h):Experimental results on sample 1 to sample 4 when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is performed road reg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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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tection rate on each sample
Traversable region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by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by

detection rate(%)

lane detection-based method(%)

texture analysis-based method(%)

Sample 1

98

74.5 (220/295)

25.5 (75/295)

Sample 2

47

45.3 (64/141)

54.7 (77/141)

Sample 3

83

60.8 (152/250)

39.2 (98/250)

Sample 4

88

0.0 (0/220)

100.0 (220/220)

Total

79

48.1

51.8

경우 한쪽 차선이 지형지물에 의해 가려져있지만, 이
러한 지형지물의 가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형지물에 의한 에지를 검출하여 직선을 성공적으
로 검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샘플 영상 2의
경우 차선 및 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텍스쳐 분석 기
반 주행가능영역 검출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져 텍스
쳐 분석 기반 검출이

54.7퍼센트를

나타내었다. 샘플

영상 4의 경우 영상 내 모든 프레임에 차선이 존재하

Table 4. Traversable region detection using previous
lane-detection based methods and the proposed method(%)

Sample 1

[9]

[10]

Proposed system

81

74

98

Sample 2

3

5

47

Sample 3

25

73

83

Sample 4

0

1

88

Total

27.3

38.3

79.0

지 않으므로, 모든 프레임에서 텍스쳐 분석 기반 주
행가능영역 검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제안 시스템이 도로의 상황에 적응적으로 주행 가능

Table 4는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차선검출기반 주행가능영역

해당 기법과의 성능 비교 결과를 나타내

Fig. 8은

기존 기법에서 주행가능영역 검출에 실

패한 사례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9]에서

제안한 기

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참고문헌

법을 활용하여 주행가능영역 검출을 시도하였을 때

[9], [10]에서

제안한 기법과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

조명 환경 및 도로 환경이 양호한 샘플영상 1에서는

다. 참고문헌

[9]에서

제안한 기법은 전방 영상을 먼

높은 검출률을 나타냈으나, 조명 환경이 열악하거나

저 탑뷰로 변환한 후 허프 변환을 적용하여 차선을

차선이 훼손된 경우에는 낮은 검출률을 나타내었다.

검출하고, 검출한 차선 정보를 라인피팅(line

참고문헌

을 통해 최적화 한다. 참고문헌

[10]은

fitting)

[10]에서

제안한 기법은 열악한 상황에서

카메라의 초점

차선 검출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므로, 매우 민감

거리와 경사각 파라미터로부터 수평 소실선을 사전

하게 에지 검출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샘플 영

에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심영역을 설정한다. 그

상 3과 같이 차선이 일부 훼손되어 차선이 불분명한

후 에지 방향성 군집화(Clustering)에 의해 에지 영

영상에서는 강인함을 보이지만, 차선과 비슷한 특징

상을 생성하고 허프 변환을 통해 차선을 검출한다.

을 가지는 에지 성분을 포함한 영상이나 에지 성분이

(a)

(b)

(c)

(d)

Fig. 8. Failure cases of previous lane-detection based method. (a) to (b):traversable region detection by [9]. (c)
to (d):traversable region detection b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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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주행가능

Departure Detection Using Color Data Pro-

영역 검출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샘플

cessing,” J ournal of Korea M ultimedia Soci-

영상 2와 같이 에지 성분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있

ety, Vol. 8, No. 3, pp. 428-437, 2005.

는 영상에서는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며, 샘플 영상
1과

같이 차선과 유사한 에지 성분을 가지는 도로

[ 3 ] Y. Fan, W. Zhang, X. Li, L. Zhang, and Z.
Cheng, “A Robust Lane Boundaries Detection

노면에 대해서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Algorithm

[9]에서

Features,” P roceedings of the 8

제안한 기법과 참고문헌

[10]에서

제안한 기

based on

Gradient Distribution
th

I nternatio-

법 모두 차선이 존재하지 않은 샘플 영상 4에서는

nal

주행가능영역 검출을 실패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

Knowledge D iscovery, pp. 1714-1718, 2011.

Conference

on

F uzzy

Systems

and

제안하는 시스템이 기존 기법에 비해 다양한 도로

[ 4 ] A. Parajuli, M. Celenk, and H.B. Riley, “Robust

상황에서 주행가능영역검출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

Lane Detection in Shadows and Low Illumi-

인할 수 있다.

nation

Conditions

Using

Local

Gradient

Features,” Open J ournal of Applied Sciences,

6. 결 론

Vol. 3, pp. 68-74, 2013.
[ 5 ] E.J. Lee, “Lane Extraction Using Grouped

본 논문에서는 도로 및 조명 환경에 따라 차선 검
출 혹은 도로 영역 검출을 통해 주행 가능 영역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도로영역의 텍스쳐와 비도로영역의 텍스쳐가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히스토그램 매칭에 기
반을 둔 텍스쳐 분석을 통해 차선 검출이 어려운 상
황에서도 주행가능영역을 검출하였다. 기존에 제안
됐던 기법들이 도로 내 차선을 보다 정확하게 검출하
는 데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제안 기법은 차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행 가능 영역을 검출 및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제안 알고리
즘은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가능영역 검출이 가능하
며, 사용자 운전 보조 시스템 및 자율 주행 자동차의
광범위한 사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차선 영역 및 도로 영역에 대한 정
교한 모델링을 통해 보다 정교한 주행가능영역을 검
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골목길처럼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혀진 상황에서의 주행가
능영역 검출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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