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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5-52-12-18

어려운 고속도로 환경에서 Lidar를 이용한 안정 이고 정확한 

다  차선 인식 알고리즘

( Stable and Precise Multi-Lane Detection Algorithm Using Lidar in 

Challenging Highway Scenario )

이 한 슬*, 서 승 우**

( Hanseul Lee and Seung-Woo Seoⓒ )

요  약

차선인식은 차선 유지, 경로 계획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이다. 카

메라 센서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센서의 특성상 화각의 한계가 존재하며 조도 환경에 취약한 단 이 있다. 반면 

Lidar 센서는 넓은 화각과 함께 표면의 반사율 정보를 이용하기에 조도의 향을 받지 않는 장 이 있다. 기존 연구에선 

Hough 변환, 히스토그램 등의 방법을 이용하 는데 도로 표시들이 혼재한 상황에서 올바른 차선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수의 차선이 존재함에도 주행 차선만 인식 되는 문제 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RANSAC과 regularization을 용해 

도로 표시가 혼재된 고속도로 환경에서도 정확하고 안정 인 다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정확한 차선 후보군 추출

을 해 원 모델 RANSAC을 용하 고 안정 인 다  차선 검출을 해 피 에 regularization을 추가로 제안하 다. 직  

취득한 도로 주행 데이터에 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실시간성을 정량 으로 검증하 다.  

Abstract

Lane detection is one of the key parts among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because lane keeping and path planning 

are based on lane detection. Camera is used for lane detection but there are severe limitations such as narrow field of 

view and effect of illumination. On the other hands, Lidar sensor has the merits of having large field of view and being 

little influenced by illumination because it uses intensity information. Existing researches that use methods such as Hough 

transform, histogram hardly handle multiple lanes in the co-occuring situation of lanes and road mark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based on RANSAC and regularization which provides a stable and precise detection result in the 

co-occuring situation of lanes and road marking in highway scenarios. This is performed by precise lane point extraction 

using circular model RANSAC and regularization aided least square fitting. Through quantitative evaluation, we verify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capable of multi lane detection with high accuracy in real-time on our own acquired roa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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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자율 주행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2026년 안에는 자율 주행 차량 화를 

한 인 라가 완성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자율 주행 

기술의 구 을 해서는 주변 사물의 인지가 필수 이

므로, 인식 기술은 가장 요한 기술의 하나로 여겨지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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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여러 인식 기술 에서도 특히 차선 인식은 차

선 유지, 경로 계획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한 요소 기

술이다. 센서에는 주로 카메라 센서와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e) 센서가 이용된다. 기존 연구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근 방법[1∼2]이 제안되었

지만, 카메라 센서는 조도에 민감해 밤에는 인식률이 

하되고 화각의 한계로 인해 다  차선의 인식에 어려

움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Lidar 센서는 넓은 화각을 가

지고 조도의 향을 받지 않으므로 밤이나 조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도 안정 인 인식이 가능해 카메라를 

체할 수 있다. 기술의 발 과 비용의 감으로 인해 

Lidar 센서는 무인자율주행차에 리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도로, 자동차, 앙 분리 와 같은 물체의 인식에 

사용되고 있으나[3∼4] Lidar 센서에서 제공되는 표면의 

반사율 정보를 이용하면 차선의 인식도 가능하다. 표면

의 재질에 따라 반사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도로보다 

차선의 반사율이 높게 나오며 이 성질을 이용해 차선의 

인식이 가능하다. Lidar 센서를 이용한 차선 인식 연구

로서 최근, Lane detection grid를 이용한 방법
[5]
, 히스

토그램을 이용한 방법[6∼7], Hough 변환을 이용한 방법
[8] 등이 제안되었다.

Linder가 제안한 방법
[5]
은 2차원 극좌표 격자를 만들

어 각 격자 안에 최  반사율 값을 가지는 들을 여러 

임에 걸쳐 장하고 합한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

법을 통해 차선을 인식한다. 들의 반사율에 한 히

스토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가 집 된 부분에 해 심

역을 생성해 심 역 안의 차선 후보군 들에 해

서만 차선 인식을 하는 방법도 있다
[6∼7]

. 이러한 방법들

은 형태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반사율만을 기 으로 검

출하기 때문에 화살표, 제한 속도 등 다른 도로 표시들

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차선만을 정확히 인식해 낼 수 

없다. Ogawa는 자차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해 차선의 2

차식 계수들을 추정하고 Hough 변환을 이용해 추정한 

계수에 최 한 부합하는 들이 치하는 역을 지정

해 차선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8]. 이 방법은 군

집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심 역의 범 가 좁아 주행 

차선에 해서만 차선 인식이 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Lidar 센서를 이용해 도로표시

가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차선 인식이 안되거나 주행 

차선만 인식되는 문제 들이 해결된 다  차선 인식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도로 역 추출

과 심 역의 생성, 원 모델을 용한 RANSAC을 통

해 차선과 도로 표시가 혼재된 상황에서도 다수의 차선

에서 정확한 차선 후보군을 검출한다. 한 

regularization이 추가된 차선 모델 피 과 Particle 

filter 트래킹을 이용해 안정 인 다  차선 인식이 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Velodyne사의 HDL-64E S2

모델은 64 채  Lidar 센서로서 의 치 정보 

와 반사율(intensity, )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360°의 

측 역을 가지므로 다  차선 인식에 유용한 센서이

다. Ⅱ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단계별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Ⅲ장에서 정량  평가와 상용화되어 있는 카

메라 기반 LDWS (Lane Departire Warning System) 

제품인 Mobileye의 차선 인식 결과와 비교를 진행한다. 

에서 비교한 논문들에서 사용된 센서와 배치, 설정이 

본 논문의 센서 환경과 다르므로 직 인 비교가 힘들

고 차선 인식 결과의 Ground truth 한 알 수 없으므

로 비교  설치가 용이하고 리 상용화가 되어 있는 

Mobileye 제품의 결과와 비교하 다.

Ⅱ. 차선 인식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체 인 흐름은 그림 1과 같

으며 크게 심 역(RoI, Region of Interest)과 차선 

후보군 생성 단계, 차선 인식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제안된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1. Flow chart.

1. 관심 영역 & 차선 후보군 생성 단계

이 단계는 본격 인 차선 인식 알고리즘의 처리 과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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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결과물로 다  차선 인식을 한 정확한 차선 

후보군이 추출된다. 세부 으로는 도로 역 추출, 심

역 생성, 차선 후보군 생성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 도로 영역 추출

기본 으로 Lidar 센서를 이용한 차선 인식에는 반사

율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도로 상에 있는 도로 표시

들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부분에도 반사율 정보가 차

선과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차선 인식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필요하지 않은 도로 

역 이외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도로 역만을 추출해

야 한다. 이를 통해 도로 바깥 부분에 존재하는 차선과 

유사한 반사율을 나타내는 부분의 간섭을 제거한다. 

부분의 도로는 높이의 편차가 미미한 완만한 곡률의 면

이므로 도로의 검출은 높이 정보와 법선 벡터를 이용해 

추출할 수 있다. 

높이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역을 추출하기 해 우

선 Lidar 센서로 한 임에서 얻은 군(Point cloud) 

데이터를 Voxel (Volume pixel) 격자화 한다. 각 격자

는 식 (1)과 같이 x와 y 방향으로는 동일한 크기를 가

지고 z 방향으로는 무한 의 높이를 가지게 된다.

          ∞             (1)

각 들은 그 이 있는 곳에 치한 격자에 할당 되

어 격자를 이루게 되며 식 (2)를 이용해 각 격자안의 

최  높이와 최  높이의 차를 계산해 그 차이가 작은 

격자의 데이터만 추출하게 된다. 그 결과로 연석, 가드

일 혹은 벽 같은 수직 성분 물체는 걸러지고 도로와 

같이 그 차이가 작은 비교  평평한 부분만 남게 된다.

  ∈∈≤  (2)

그림 2. 도로 역 추출과 심 역 생성

Fig. 2. Road extraction and ROI generation.

도로 역 추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에서 추출

한 들에 해 법선 벡터를 이용해 한 번 더 평면에 

가까운 들만 걸러낸다. 하나의 에 한 법선을 구

하기 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 이용한다. 어떤 의 구해진 법선 벡터가 도로와 평

행에 가깝다면 그림 2에서 록색 역과 같이 도로 

역으로 구분되게 된다.

나. 관심 영역 생성

추출된 도로 역에는 차선뿐만이 아니라 제한 속도, 

화살표 등 차선 인식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도로 표시

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한 잘못된 인식을 미연에 방지

하기 하여 우선 차선 인식을 한 심 역을 도로 

역에 생성한다. 각각의 차선에 하여 심 역을 

생성해 으로서 하나의 심 역에 해 하나의 올바른 

차선 후보군을 추출한다. 차선은 기본 으로 차량의 진

행방향에 평행하게 나타난다. 곡선 구간이라 하더라도 

자차에 근 한 역에서는 직선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 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차선과 차선 사이의 폭은 

3∼3.5 미터를 유지한다. 이러한 차선의 형상 정보를 이

용하여 그림 2의 빨간선과 같이 자차의 심을 기 으

로 좌우로 3.5 미터 간격으로 심 역을 생성한다. 차

선의 폭이 바 는 경우를 비해서 두 번째 임에서 

부터는 뒤에 나오는 차선 인식의 결과를 심 역 생

성 간격에 되먹임 해 다.  

다. 차선 후보군 생성

Lidar 센서는 기본 으로 표면의 반사율 정보를 제공

한다. 반사율은 주로 표면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

는데 도로 표면과 반사 성분을 가진 도료가 도포된 차

선은 확이하게 다른 반사율을 나타낸다. 식 (3)의 는 

반사율 정보로 추출해낸 들로서 일반 인 환경에서는 

차선이 도로보다 더 높은 반사율을 가진다.

     ≥      (3)

반사율로 걸러내고 남은 데이터에도 차선이 아닌 

들이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을 해 앞서 

생성한 심 역에 해 반사율을 기 으로 뽑아낸 

들을 입력으로 각각 RANSAC을 사용해 한 번 더 걸러

내어 다. 본 논문에선 RANSAC 모델로 식 (4)와 같

이 원 모델을 이용하 다. 원 모델을 이용한 이유는 직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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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형 RANSAC

Fig. 3. Circle model RANSAC.

선이라면 원의 반지름을 무한 로 하면 근사가 가능하

고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나 곡선이 합쳐진 경우 혹은 

다양한 형태의 곡선에 해서도 원 모델로 근사가 가능

하므로 단순히 직선 모델을 쓰는 것 보다 더 효과 이

기 때문이다.

      

    ≺     
   (4)   

반사율로 걸러낸 개의  에서 무작 로 일정 개

수 만큼 샘 링을 하고 이 들을 지나는 원을 만든다. 

이 게 만든 원과의 거리 가 임계값 이하인 의 개

수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3에 나와있는 것처

럼 모델의 반지름과 inlier의 개수를 제한 조건으로 두

고 RANSAC을 반복 시행하면 이상 들은 걸러지고 그

림 2의 하얀 과 같이 차선에 해당되는 들만 남게 

된다.

2. 차선 인식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심 역과 후보군 생성 단계에서 생

성된 들을 이용해 본격 으로 차선 모델을 찾고 인식

된 결과의 추 이 이루어진다. 

가. 차선 인식

본 논문에서는 차선 모델을 식 (5)과 같이 2차 다항

식으로 정의하고 안정 인 차선 인식을 해  

regularization이 추가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 모델의 

계수를 구한다. 식 (6)은 기존의 최소 자승법에서의 에

러를 최소화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5)  

   
  



      


(6)

인식된 차선의 길이가 짧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피 이 제 로 되지 않아 인식 결과가 과하게 휘어 버

린다. 이런 문제 을 바로 잡기 해 regularization 과정

을 도입했다. 부분 곡률을 나타내는 계수 와 차선의 

각도를 나타내는 계수 가 문제가 된다. 고속도로 상황

에서 이 두 값은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계수 와 

의 weight를 높여 과도하게 휘어진 피 을 막기 해 

아래의 제한 조건을 추가해 이를 해결한다.

  
  

   (7)

제한 조건을 넣게 되면 기존의 식 (6)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 최 화 식의 형태로 바 다. 변수  는 반복

인 실험을 통해 임의로 지정했다.

 
 



      


   
  (8)

나. 트래킹

트래킹은 연속된 임에서 피 된 결과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연속되는 임에

서의 안정 인 결과를 해 피 된 차선의 추 에 

Particle Filtering을 용한다. 

∈     
∈            

     (9)

차선 데이터를 state 로, 차선 모델의 계수를 

obsevation 로 두어 피 결과와 진동을 보정한다. 

       →     


  

   ∆×   (10)

횡방향 움직임에 해서 가우시안 분포로 랜덤하게 

티클을 분포시킨뒤 각 티클에 한 거리를 이용해 

가 치를 부여한다. 부여된 가 치에 따라 resampling

된 티클들을 이용해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차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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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구하고 구해진 계수를 이용해 각 티클을 다시 

기화 해 다. 최종 으로 인식된 차선의 모델 계수 

를 이용해 제일 바깥쪽 차선 두 개의 계수 의 차를 인

식된 차선의 수로 나 어서 간격을 계산한다. 계산된 

간격은 심 역 생성 단계로 되먹임 되어 차선 후보

군 추출의 정확도를 향상 시킨다.

Ⅲ. 실  험 

제안된 알고리즘은 Intel(R) Core(TM) i7-4770 CPU 

@ 3.40GHz, 8GB RAM, Windows 7 64bit PC 환경에

서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3과 Point Cloud처리 

오  라이 러리인 PCL 1.7.2를 사용해 구 하 으며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신공항 고속도로에서 직  취득

한 데이터를 이용하 다. 

1. 차선 인식 결과

알고리즘의 인식 결과 검증을 해 다음과 같은 3가

지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클립 1. 신공항 고속도로 (주간)

  : 일반 인 고속도로 환경

∘클립 2. 용인-서울 고속도로 (주간)

  : 터 이 많은 고속도로 환경

∘클립 3. 용인-서울 고속도로 (나쁜 기상 상황)

  :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고속도로 환경

격자의 크기, 높이차, 반사율 각각의 임계값으로는 

         을 사용하 으며 제

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차선 인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차선 인식 결과

Fig. 4. Lane detection result.

그림 5. 터  진입 상황에서의 차선 인식 결과

록선 : Lidar / 빨간선 : Mobileye

Fig. 5. Lane detection result in tunnel.

Green : Lidar / Red : Mobileye

Clip
Total 

Frame

Detected 

Frame
Sec/Frame

Correct 

Rate

1 1500 1483 60 ms 98.87 %

2 1500 1490 70 ms 99.33 %

3 2000 1986 70 ms 99.33 %

Total 5000 4959 67 ms 99.18 %

표 1. 제안한 알고리즘의 결과

Table 1. Results of proposed algorithm.

그림 6. 나쁜 기상 상황에서의 결과

Fig. 6. Result from sever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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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차선 계수 비교 결과

Fig. 8. Comparison of lane coefficients.

도로 의 제한 속도 표시와 같은 이상 들이 제거되고 

실제 5개의 차선에 매우 정확하게 피 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그림 5의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터

을 나왔다 들어가는 환경이 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Mobileye 센서와 달리 안정 으

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안개와 

그림 7. Lidar와 카메라 인식 결과 비교

Fig. 7. Comparison of detection result.

약한 비를 동반한 나쁜 기상 상황에서도 안정 인 인식

이 가능하다.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제안된 알고리즘은 모든 

환경에서 높은 정확도로 존재하는 모든 차선을 인식한

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셋에는 단순히 차선들만 나

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 진행방향 등 여러 

가지 도로 표시들이 혼재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나의 차선이라도 검출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정하 으

며 최  5차선의 도로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2. 카메라 센서 알고리즘의 결과와의 수치 비교

최종 으로 피 된 결과의 ground truth를 알 수 없

기에 상용화된 제품인 Mobileye 센서의 인식결과와 비

교하 다. Mobileye 센서는 주행차선 밖에 검출하지 못

해 다  차선에 한 결과는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주

행차선에 한 결과만 비교를 하 다. 도로표시가 혼재

한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는 환경이지만 제안된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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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어려운 고속도로 환경에서 Lidar를 이용한 안정적이고 정확한 다중 차선 인식 알고리즘 이한슬 외

즘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 그림 7에서 Mobileye 센서 

보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우수함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8에서는 각각의 계수 Curvature, 

Yaw angle, Offset과 Lane width를 비교하 는데 제안

된 알고리즘은 후방 50 m 구간내의 정보를 이용하므

로 Mobileye 센서가 Curvature 정확히 추종하지 못하

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보여 다. 한 피 에 

regularization을 추가하여 피  결과가 안정 임을 확

인할 수 있다. Mobileye의 결과가 외란이 많거나 안정

이지 못한 구간에서도 제안한 알고리즘은 안정 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64 채  3차원 Lidar를 이용한 효과

인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도로 역 추출, 

역 생성과 원 모델 RANSAC을 거쳐 도로상에 존재

하는 모든 차선에 한 후보군을 정확히 인식하 다. 

한 regularization을 도입한 피 과 트래킹을 통해 안

정 이고 정확한 피  결과를 출력한다. 실험결과에서 

증명하 듯이 제안된 알고리즘은 모든 상황에서 평균 

99.18 %의 정확도와 평균 15 fps의 처리속도로 실시간

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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