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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정밀 도로 정보 취득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무인자동차와 같이 고정밀 지도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도로상에 존재하는 표지물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주행 영상에서의 노면 기호 검출
및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입력 영상에 대해 1) 전처리, 2) 노면 기호 후보 검출,
3) 8bit MCT(Modified Census Transform) 특징 추출, 4)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를 통해 최종적
으로 노면 기호를 인식한다. 자동차의 주행 환경은 매우 급격한 조명변화가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노면
기호 인식을 위해 조명변화에 강인한 8bit MCT 특징을 사용하여 높은 인식 성능 도출을 도모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자동차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도로 영상에서 평균 91.6%의 높은 인식 정확
도를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무인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무인 자동차의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 다양한 센서 및 비전 기반 기술 개발은 필수
적이다. 이 중 고정밀 전자지도는 무인자동차의 자
율주행에 있어 도로에 대한 기초 정보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전자지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수집된 주행환경에 대한 정
보를 효과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운
전자 지원 기술이다. 이러한 전자지도의 교통정보
구축에 있어 노면 기호는 도로 주행에 관한 핵심적
인 정보이나, 이들 도로 정보는 사람이 직접 입력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카메라를 통하여
취득한 도로 영상으로부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응
용하여 노면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연구에 대
한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노면 기호 인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차량이
주행 중인 차선을 검출하고, 주행차선 영역 내부의
노면 기호만을 인식하거나[1][2] 좌회전 유턴, 우회
전 금지와 같은 희귀 기호들은 인식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3][4]. 이들 방법은 주행중인 차량에
서 현재 차선에 대한 정보만을 취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차선에 대한 정보 획득
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주행방향
에 있는 전체 차선의 기호를 검출하고, 희귀 기호
를 포함하여 한국의 도로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총 11종의 노면 기호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그림 1은 한국의 노면 기호의 예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차선의 노면 기호
검출을 위해 전방 주행 영상을 탑-뷰(Top-View)영상
으로 변환하고, 전처리와 블롭(Blob) 검출을 통해
노면 기호 후보 영역을 검출한다. 후보 영역으로
검출된 노면 기호들은 도로 주변의 건물, 나무 등
에 의해 그림자의 영향을 받거나, 직사광선에 의한
강한 반사 등 매우 다양한 조명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명 변화는 객체 인식에 있어 오인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손꼽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명변화에 강인한 8bit MCT 특징[5]과
SVM을 사용하여 정확한 노면 기호 인식을 도모하
였다.

그림 1. 한국의 노면 기호

2. 제안하는 시스템
본 장에서는 노면 기호 검출 및 인식 방법을 소
개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흐름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영상획득, 노면
기호 검출 그리고 인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상세한 설명은 이하의 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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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요

2.1 노면 기호 후보 검출
본 절에서는 입력 영상에서 노면 기호 후보 영
역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림 2(a)
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로드뷰 영상 취득 장비의
전방 영상으로 2000×2000의 정사각형 해상도이다.
입력 영상의 넓은 화각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산
감소를 위해 먼저 하단부 영상 획득을 수행한다.
하단부 영상은 입력 영상에서 검출 가능한 모든 선
분의 방향이 집중되는 소실점을 기준으로, 영상의
상단은 상공영역 하단은 도로 영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실점을 기준으로 상단의 상공 영역
과 최하단 11%의 자동차 보닛 영역을 제거하여
2000×720 크기의 도로 영역을 획득하였다. 그림
2(b)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획득한 도로 영역의 예를
나타낸다. 전방 주행 영상에서 차선 및 노면 기호
는 원근 법칙에 의해 영상의 중심 방향으로 휘어져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검출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을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인
탑-뷰(Top-View)영상으로 변환한다. 탑-뷰 영상은
입력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하단부 영상의 소실점을
기준으로 역 투영 사상[5]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
다. 그림 2(c)는 도로면 영상에 대한 역 투영 사상
을 수행한 탑-뷰 변환 결과의 예를 나타낸다. 변환
된 탑-뷰 영상은 모든 차선이 거의 수직에 가깝도
록 변환되어 있으므로 본 영상을 기준으로 노면 기
호 후보 영역을 검출하였다. 노면 기호는 특수 페
인트를 이용하여 도로면에 인쇄된다. 따라서 노면

기호의 후보 영역은 페인트 영역을 검출하는 것으
로 시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페인트 영역 검출을
위해 탑-뷰 영상을 회색조로 변환하고, 회색조 영상
의 중간값 필터를 적용한 결과와 회색조 영상과의
차영상을 수행하여 페인트 영역을 검출하였다. 페
인트 영역 검출은 P. Foucher et al[6]이 제안한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Where,

(1)

      ∈       

(a)

(b)

그림 3. 페인트 영역 검출
(a) 중간값 필터 적용결과, (b) 페인트 후보 영역
그림 3(a)는 회색조 탑-뷰 영상 g(x)에 1차원 중
간값 필터 f(x)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3(b)는 회색조 탑-뷰 영상과 중간값 필터 적용 영상
과의 차영상으로 얻은 페인트 후보 영역을 나타낸
다. 그림 3(a)의 결과에서 대부분의 노면 마킹이 제
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로 영역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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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필터를 적용할 경우 마스크 영역의 중간값을 사
용하므로 노면의 배경 성분만을 취하는 결과를 나
타낸다. 식 (1)을 이용해 구한 페인트 후보 영역은
회색조 영상과 중간값 필터를 이용한 노면 배경의
차영상이므로, 안정적인 후보 영역 검출을 위해 임
계치를 이용한 이진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페인트
후보 영역 영상의 이진화는 명도 값이 충분히 높은
페인트 부분만 남도록 식(2)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임계치 상수 값으로 23
을 사용 하였다.
     

  

if      ≥ 


(2)

페인트 후보 영역 영상에 식 (2)를 적용하여 흰
색 페인트 후보 영역을 검출한다. 이진화 결과에서
임계치의 주변 명도 값으로 인해 기호의 분절 현상
과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모폴로지를 이용한 후처리를 통해 최종 노
면 페인트 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2(d)는 탑-뷰 영
상으로부터 검출한 최종 페인트 후보영역 결과를
나타낸다.
검출된 최종 페인트 영역에서 노면 기호 후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진화된 영상에서의 후보 영역
검출은 8방향-이웃한 페인트 영역 화소 집합인 블
롭을 레이블링 검출할 수 있다. 노면의 페인트 후
보 영역은 차선 또는 노이즈로 인해 검출 대상이
아닌 다수의 블롭이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블롭을 인식하기 전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롭의 크기 및 종횡비를 이용하여 기
호에 적합하지 않은 블롭들은 기호 후보에서 제외
하였다. 그림 3(e)는 본 절에서 소개한 방법을 이용
해 검출한 노면 기호 후보 영역 검출 결과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녹색 표기 영역은 1차 검증에
통과한 후보영역을 나타내고, 적색 표기 영역은 기
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거된 후보영역을 나타낸다.

2.2 노면 기호 인식
본 절에서는 페인트 영역으로부터 검출한 노면
기호 후보 영역의 인식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자동차는 전천후 조건에서 주행이 이루어진다. 이
러한 주행 환경은 매우 다양한 조명의 변화를 가정
하고 있어 컴퓨터 비전 기반 기술 개발에 많은 어
려움이 있다. 특히 노면 기호 인식에서는 도로 주
변의 건물 등에 의한 그림자, 직사광선에 의한 영
향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조명변화에 강인한 8bit MCT Histogram 특
징[7]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노면 기호 인식을 도모
하였다. 그림 4(a)는 검출된 후보 영역을 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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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기호 영상의 8bit MCT 변환 예
(a) 정규화된 기호 영상, (b) 8bit MCT
크기로 정규화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4(b)는 정
규화된 기호 영상의 8bit MCT 변환 값을 명도로
표현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전체적인 밝
기가 다른 상황에서도 8bit MCT 변환 결과는 일정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명변화에
강인한 특성으로 인하여 노면 기호가 건물, 나무
등에 의해 그림자가 드리워지거나 햇빛에 반사되는
등, 다양한 조명의 영향을 받더라도 안정적인 인식
이 가능하다.
기호 인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7]에서 제안한
특징점을 수정하여, 후보 영역의 상/하단에 대하여
8bit MCT Histogram을 추출하여 총 512차원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였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특징 벡터 추출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5. 8bit MCT 특징 벡터 추출 과정의 예
이렇게 추출된 특징벡터는 RBF(Radial Basis
Function) 커널을 사용하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학습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차량 상단에 장착한 로드뷰 영상
취득 장비로 10m 간격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 셋
을 이용하여 실험 및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
과 인식 정확도는 f-measure를 각 노면 기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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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 및 테스트 기호
기호

학습

테스트

좌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좌회전
직진 우회전
유턴
좌회전 유턴
좌회전 금지
직진 금지
우회전 금지
서행
합계

541
570
541
525
525
132
177
216
263
216
463
4,169

155
373
79
87
143
40
56
49
64
19
383
1,448

그림 6. 특징 기호별 인식 성능
표 2. 특징별 기호 인식 결과
기호
좌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좌회전
직진 우회전
유턴
좌회전 유턴
좌회전 금지
직진 금지
우회전 금지
서행
평균

(a) 8bit MCT

(b) HOG

그림 7. HOG 오인식의 예

(a) 8bit MCT

(b) HOG

그림 8. 8bit MCT 오인식의 예

8bit MCT

HOG

Projection

0.895
0.946
0.859
0.949
0.920
0.943
0.844
0.951
0.958
0.859
0.958
0.916

0.882
0.884
0.806
0.855
0.812
0.667
0.791
0.861
0.874
0.857
0.889
0.837

0.743
0.713
0.663
0.730
0.692
0.590
0.693
0.692
0.681
0.634
0.712
0.684

별로 측정하였다. 성능 측정 방식은 Ground truth와
인식
결과
클래스가
일치하고,
위치상으로
IOU(Intersection Over Union)이 35% 이상일 때 정인
식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성능 평가를 위해 그림 1에 표현된
총 11가지의 노면 기호 클래스가 있는 이미지 테스
트 셋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을 위
해 2,307장의 학습 이미지 셋과 584장의 테스트 셋
을 사용 하였다. 상세한 학습 및 테스트 셋 구성은
표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기호 인식 성능 분석을 위해 총
3가지 특징점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는
8bit MCT,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8],
Projection[3] 특징을 사용하였으며, 성능 평가의 척
도로는 노면 기호별 f-measure를 측정하였다. 표 2
는 본 논문에서 진행한 3가지 특징에 대한 노면 기
호 클래스 인식 성능을 나타내고 그림 6은 특징 기
호별 인식 성능 그래프를 나타낸다. 성능 측정 결
과 평균 f-measure는 HOG 특징은 83.7%, projection
특징은 68.4%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특징인 8bit
MCT가 91.6%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2016년 제28회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샵
각 클래스 별 인식 정확도 또한 8bit MCT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다. 노면 기호 클래스 중 서행과
직진금지가 95.8로 가장 정확도가 높았고, 좌회전
유턴이 84.4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7과 8은 HOG와 8bit MCT 특징의 인식 결
과 중 서로 상충하는 결과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7은 그림자와 직사광선 환경에서 8bit MCT가 정확
한 인식 결과를 보이는 반면에 HOG 특징은 조명
변화로 인해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를 출력하
였다. 그림 8은 8bit MCT 특징이 우회전 기호를 직
진으로 오 인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탑뷰 영상 생성 과정에서 완전한 탑-뷰 변환이 이루
어지지 않아 검출된 우회전 기호의 회전으로 인하
여 오인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HOG 특징의 경우 우회전 기호는 정확하게 인식
하였으나 다수의 오인식 결과를 출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6.2.15-2.17

[4]

[5]

[6]

[7]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노면 기호의 검출 및 인식을 위
하여 영상 전처리, 노면 기호 후보검출, 8bit MCT
특징 추출, SVM 분류의 4단계로 구성되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자동차가 주행하는 전천후 환경에
서는 매우 다양한 조명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므
로, 조명변화에 강인한 8bit MCT 특징을 사용하여
정확한 노면 기호 인식을 도모하였다. 제안하는 시
스템의 평균 인식 정확도는 91.6%로 측정되어,
83.7%인 HOG 특징과 68.4%인 projection 특징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
부 도로 영상에서 발생한 오인식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이용한 노면 기호 인식 연구를 추가
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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