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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과 관련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ADAS 분야 중 신호등 인식은 컴퓨터 비전으
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 중 한 가지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비전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호
등 검출 및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1) 색상 임계 값 모델을 이용한 이진화와 블
롭 레이블링을 이용한 신호등 영역 검출, 2) 검출된 후보영역 주변의 픽셀 특성을 이용한 검증, 3)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신호 인식으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LARA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에서 94.70%의 높은 F1-score를 얻었다.
1. 서론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운전
자 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실용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운전자 지원시
스템은 기본적으로 상황인지 기술을 동반하여 탑승
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DAS 기술 개발은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Boche, Denso, Mobileye와 같은 부품 전문 기업이
있고, Toyota, Daimler 등 완성차 업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DAS 기술은 대표적으로
차선검출, 교통표지판 검출, 전방 차량 검출, 보행
자 인식, 신호등 인식기술 등이 있다. 이들 ADAS
기술 중 신호등 인식기술은 다른 관련 기술들보다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신호등
의 구성이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램프로 구성되어
형태적 특징 추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호등을 구성하는 3가지 색상은 자동차에서 촬영
된 전방 주행 영상에 매우 빈번히 등장하기 때문에
색상을 이용한 신호등 영역 검출에도 많은 어려움
이 있다. 신호등을 검출하는 방법은 특징을 이용한
방법과 색상을 이용한 방법이 대표적이다. Quan
Chen et al[1] 은 HOG[2]를 이용하여 신호등의 외곽
특징을 사용한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Cheng-chin
Chiang et al[3]은 Haar-Like feature[4]를 이용하여
신호등의 형태적 구성 특징을 학습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들 Hand-crafted feature에 기반을 둔 신호
등 검출 방법은 근거리의 신호등 검출에는 안정적

인 성능을 보이나, 원거리에 있는 작은 크기의 신
호등 검출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Masako Omachi et al은 RGB색 공간
에서 신호등의 색상 분포를 이용하여 신호등 영역
을 검출하는 방법[5]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신호
등의 색상분포에 해당하는 화소를 분할하고, 주변
영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신호등을 검출하는 방
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색상에 기초하고 있으므
로 영상에 신호등의 색상 대역과 유사한 색상으로
구성된 객체가 등장하는 경우 정확한 신호등 검출
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색상 기준 이진화를 위한 새로운
임계 값 모델을 제시하고, 신호등 광원의 주변 픽
셀 명도 값을 이용한 검증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국제 공개 데이터 세트인 LARA TLD benchmark[6]
를 이용한 성능평가를 통해 기존 연구들과의 성능
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실험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하는 신호등 인식 방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공
개 데이터 세트에서의 성능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
로 4장에서는 결론을 짓는다.

2. 제안하는 신호등 인식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호등 인식 방
법의 전체 흐름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검출단계와 검증 및 신호인식단계로 구분된다. 검
출단계에서는 입력 영상에 대해 색상 임계 값 모
델을 기반으로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진화가 된 영
상에 모폴로지를 통해서 이진 영역을 확장하고, 이

제29회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샵

2017.2.15-2.17
에서는 Red-map과 Yellow-map을 결합한 RY-map을
추가로 생성 하였다. 추출된 총 4가지 색상map은
모폴로지 연산을 통해 영역을 영역 확장 및 노이
즈를 제거한다.
후보영역 검출의 마지막 단계는 블롭검출이다.
블롭검출은 비교하여 다른 밝기나 색상을 가진 부
분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호등 인식은 블롭
으로 잡아야 하는 크기가 상당히 작으므로 추출
블롭의 크기를 조절해 주었다. 또한, 형태를 통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원형 정도와 볼록의 정도를
조절하여 램프를 정교하게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

2.2 후보영역 검증 및 신호인식

진 블롭을 검출하여 신호등의 램프 후보영역을 검
출한다. 검증단계에서는 검출된 램프 후보영역의
주변을 고려한 신호등 영역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
된 후보영역은 CNN을 이용한 신호 인식을 수행한
다. 최종적으로 장면 내 존재하는 다수의 신호등
인식 결과에 가중치를 할당하여 최종 장면 내 신
호인식 결과를 출력한다.

2.1 신호등 후보영역 검출
신호등의 후보영역 검출은 크게 색상에 기반한
컬러맵 생성 그리고 블롭검출의 순서로 이루어진
다. 컬러맵은 신호등을 구성하는 3가지 색상인 적
색, 황색 그리고 청색을 나타내는 화소를 레이블링
한 지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신호등 색
상의 정확한 색 분포를 규정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촬영된 9,168장의 신호등 이미지로부터 K-means
클러스터링[7]을 수행하여 5가지의 색상 중심값을
실험을 통해 획득하였다. 신호등의 색상은 3개인
반면 5개의 색상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이유는 신
호등 배경의 검은색과 기타 배경 색에 의한 중심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음 식 (1)은 본 논문
에서 사용된 각 색상의 중심 RGB 값을 나타낸다.
         
        
         



  

본 절에서는 신호등 램프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
변 픽셀의 명도 값을 기준으로 해당 영역이 신호
등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적색 램프와 청색 램프의 후
보영역에 대하여 수행한다. 먼저 적색 신호의 경우
추출된 블롭영역의 하단에, 청색 신호는 추출된 블
롭영역의 상단에 그림2와 같이 높이가 추출된 블
롭 지름의 2배, 너비가 지름 만큼인 영역을 추출한
다. 추출된 영역의 명도 값의 평균을 구하여 그 값
이 70이하인 경우 신호등으로 분류한다. 그림2의 l
은 블롭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블롭의 지름
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신호등 인식 시스템은 신호 분류를 위
하여
검증된
후보영역
이미지로부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8]을 이용한 특
징을 추출하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
용하여 신호를 분류한다. 그림4는 제안하는 CNN
특징 추출 모델을 나타낸다. 본 모델에서는 특징
추출을 위해 신호등 이미지를 40x40으로 크기를
조정하여 입력영상으로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CNN

(1)

위의 식에서 정의한 신호등 색상의 RGB 중심값
과 입력 영상의 화소와 유클리디언 거리 측정을
이용하여 3개의 컬러맵을 획득할 수 있다. 각 컬러
맵은 적색, 황색 그리고 청색을 나타내는 화소의
위치를 레이블링하여 신호등 램프의 후보 영역을
색 분할을 통하여 나타낸다. 컬러맵을 생성함에 있
어 적색 신호등은 내부 밝기에 의해 중심부가 황
색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

그림 2. 램프 위치기반 영역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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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CNN 모델
모델은 2단계의 convolution과 pooling layer로 구성
되어 1x1x500차원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추출
된 특징을 SVM을 이용하여 전진, 경고, 정지, 그
외의 4가지 클래스로 프레임별 결과를 도출한다.
하나의 프레임에 여러 개의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큰 블롭이 의미하는 신호가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할당
하여 유효 신호로 분류하고 신호판별을 수행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호등 인식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LARA TLD Benchmark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다. LARA 데이터 세트는 주간 도로에서
촬영된 동영상으로, 국제학회 및 논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신호등 공개 데이터 세트이다.
640x480 크기의 8비트 RGB 비디오로, 8분 49초 동
안 촬영된 25fps의 11,179프레임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등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temporal matching 성능평가방법을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신호등의 크기와 성능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호등의 가로 크
기를 기준으로 크기별 Precision, Recall, F1-score를
각각 측정하였다. 표1과 그림5는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신호등의 가로 폭이

6
픽셀이상 부터 11픽셀이상의 신호등을 대상으로
한 범위에서 F1-score 기준 94%~96%의 우수한 성

능을 보였으며, 작은 신호등까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인식한 경우에도 큰 신호등만을 대상으로 인
식한 경우와 성능에 큰 차이 없이 인식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는 temporal matching
을 이용한 Frame별 신호인식 결과를 시각화 한 결
과를 보여준다.

표 1.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 결과
Min ROI ≥6 ≥7 ≥8 ≥9 ≥10 ≥11
Precision 92.64 92.24 91.47 90.85 90.20 89.94
Recall
96.84 98.86 99.09 99.15 99.25 99.35
F1-score 94.70 95.44 95.13 94.82 94.51 94.14

Precision

Recall

F1

100.00

Performance (%)

3.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4. 신호등 검출 및 인식 결과

95.00

90.00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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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호등 검출을 위한 임계 값 모
델과 신호등영역 검증방법을 제안하였다. 신호등
램프의 정확한 검출을 위해 K-means를 이용한 임
계 값 모델을 제시하였고, 검증단계에서는 램프 주
변의 명도값을 이용한 신호등 영역 검증방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신호판별을 위해 CNN 특징추출과 SVM을
이용한 분류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신호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
해 신호등 공개데이터 세트인 11,179프레임의
LARA TLD Benchmark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LARA 데이터 세트에서 94.70%
의 F1-score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
후 인식률 향상을 위해 CNN을 이용한 모델 개량,
그리고 속도 향상을 위해 GPU를 이용한 알고리즘
을 추가 개발한다면 더 높은 성능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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