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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에 고령운 자의 증가와 다양한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등장으로 운   운 자의 시각  주의 결핍  분산되어 

교통신호등 오인식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해 일반 인 교통신호등 검출연구들은 색

상 임계치, 템 릿 매칭, 학습기 기반 등의 방안이 제시 되었으나 색상 임계치의 경우 시내 도로와 같이 복잡한 배경과 주  

환경변화에 강인하지 못하고, 야간 시간 의 경우 템 릿  학습기 기반의 검출방안의 경우 그 인식도가 떨어지는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안한 방안에서는 교통신호등의 구조 인 형태 정보(모양, 밝기, 비, 색상 등)을 기반 한 시각  주의 

역과 spot-lights 역 검출을 통해 복잡한 시내 도로 환경에서 교통신호등을 검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통신호등은 운 자

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치에 설치되고 한 구조 인 고유한 형태와 색상을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하여 교통신호등

을 검출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입력된 칼라 상에서 특징정보들 간의 다차원 가우시안 라미드 상들을 생성하고 각 상

들 간의 비차이 계산하여 하게 두드러진 역들을 검출하고, 밝기 상에서 주  역과 하게 밝은 spot-lights 

역들을 검출한다. 그리고 검출된 두 역들의 모양과 색상 분석을 통해 교통신호등을 검출한다. 제안한 방법을 다양한 시간

와 시내 도로에서 실험한 결과, 교통신호등 검출률은 83.2%이고 임 당 처리 시간은 0.68 이다. 이것을 통해 사후 독 기

능이 차량 상기록장치에 결합한 안 운  지원시스템으로 제안한 방안이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ffic lights detection method using visual attention and spot-lights detection. To detect 

traffic lights in city streets at day and night time, the proposed method is used the structural form of a traffic lights such 

as colors, intensity, shape, textures. In general, traffic lights are installed at a position to increase the visibility of the 

drivers. The proposed method detects the candidate traffic lights regions using the top-down visual saliency model and 

spot-lights detect models
[2-4]

. The visual saliency and spot-lights regions are positions of its difference from the 

neighboring locations in multiple features and multiple scales. For detecting traffic lights, by not using a color thresholding 

method,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to urban environments of variety changes in illumination and nigh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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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로교통공단의 측에 따르면 2018년에 체 인구

비 약 65세 이상 인구가 약 14.3%, 2026년에는 20.8%

의 이를 것으로 측하고 있다[1]. 기존 연구[1-3]에서도 

고령운 자의 경우 일몰 시간이 짧은 녁 시간 에 교

차로에서 직진 방향 주행  신호 반 등으로 사망사고

가 집 되어 있음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령운 자의 경

우 신체  능력 감소로 인해 교통사고나 지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한 

실 인 안으로 고령운 자의 시각정보 처리와 선택  

주의 능력 향상을 한 방안이 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6]. 특히 고령운 자의 안 운  지원을 한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 들 들어 내비게이션, 블랙박

스,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탑재가 가능한 기술 개

발이 요구된다. 요구하는 기술에는 운   입력되는 

수많은 상신호에서 안 운 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들만을 선별 으로 추출하여 이를 운 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신호등, 교통표

지 , 차선, 문자, 보행자 등의 정보들이다. 한 기존연

구에서와 같이 고령운 자의 경우 조도의 비차가 

히 낮아지는 일몰 시간 의 교차로의 신호 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와 같이 교차로에 치한 시내도로

의 교통신호등을 효과 으로 검출하는 기술 개발이 요

구됨을 알 수 있다. 

제안한 연구에서는 주·야간 시간 에 복잡한 시내도

로에서 교통신호등을 검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의 색상 임계치 방법을 통해 교통신호등 검출은 단순하

지만 도로환경 변화에 같이 조도  환경 변화가 큰 장

소에서는 색상이 바라보는 각도, 촬 장비, 조도 등에 

따라 변하는 특성으로 인해 고령운 자 경우 그 인지력

이 하되는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안한 방안에

서는 입력 상에서 교통신호등의 고유한 특성인 운 자 

시인성 향상을 한 배경과 구별되는 밝기, 타원 모양, 

구조 인 설치 치와 모양, 패턴 등을 조합하여 교통

신호등 후보 역들을 검출한다. 그리고 교통신호등의 

색상과 모양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신호등을 검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제안한 방법의 사  처리 

단계를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교통신호등 후보 역 검

출단계의 시각  주의  Spot-lights 역 검출에 

해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검출된 교통신호등 후보 역

들 에서 교통신호등을 검출하는 단계에 해 기술한

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Ⅴ장에서 보이며,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1. 기존 연구

카메라부터 입력받은 상데이터에서 교통신호등을 

검출하기 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색상 기반의 

임계치 방안들이다. 교통신호등은 운 자의 시인성 강

화를 해 사 에 정의된 RGB 색상으로 표 하기 때문

에 색상 기반의 검출 연구가 부분이다. 그 외 다른 방

법으로는 교통신호등이 배경과 구분될 수 있는 치와 

모양 정보를 기반으로 검출하는 연구들이다. 교통신호

등은 둥근 신호기와 신호기를 둘러쌓고 있는 지지 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들의 실루엣 모양 정보를 템

릿으로 가공한 후 상에 매칭하는 방법으로 검출하

는 연구이다. 표 1은 교통신호등 검출 련 연구들을 

정리한 표이다. 

표 1에서와 같이 부분의 RGB 혹은 HSI 색상 정보

임계값을 용하여 교통신호등 후보 역을 검출하고 

템 릿 혹은 클러스터링 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교통신

호등을 검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신호등은 도로에 설치되어 많은 환경

 제약을 받고 있어 정확한 색상  모양 정보를 획득

하기가 어려운 것을 사실이다. 특히, 고령운 자의 교통

사고 발생
[1]
은 조도의 비차가 히 낮아지는 일몰 

 야간 시간 의 교차로의 신호 반으로 인한 사망사

고 증가로 보아 교통신호등의 명확한 색상과 모양을 추

자 정보 방법
Benallal et al.

[7]
RGB threshold

Varun et al.[8] RGB threshold

Kuo et al.
[9]

HSI threshold

Hwang et al.
[10]

HSI threshold

Jia Li[11] HSI threshold

Cabrera
[12]

RGB threshold

Joeng et al.
[13]

RGB threshold

Gao et al.[14] CIECAM97 threshold

Fand et al.
[15]

HSI similarity measure

Lu et al.
[16]

HSI threshold

Change et al.[17] HSI threshold

Omachi et al.
[18]

Edge matching

Charette et al.
[19]

Intensity matching

Kim et al.[20] RGB SVM

표 1. 교통 신호등 후보 역 검출 연구

Table 1. A summary of candidate traffic lights dete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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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조도 변화에 향이 작

은 특징 정보를 사용하여 교통신호등을 검출하는 방법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색상 정보를 배제하기 보다는 교통신호등이 주  배경

에 하게 두드러지는 정보(색상, 모양, 치, 질감 

등)을 복합 으로 활용한 검출 방안이 요구된다.

2. 제안 방안

본 논문에서는 시내 도로환경에서 주·야간 시간 에 

서 교통신호등을 효율 으로 검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기존 연구들에서 부분 확 트인 도로 상에서 교

통신호등 검출연구가 부분을 이루고 있다. 만약 야간 

시간 에 주  배경에 치한 LED 네온사인 조명이나 

가로등과 같은 조명등에서 교통신호등 만을 검출하는데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부분의 연구들에서 교통

신호등이 가진 고유한 색상 임계치  템 릿 매칭 기

반의 인식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물론 직선 도로에서는 배경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충분

히 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복잡한 건물 배경 

혹은 다양한 네온  조명등 배치, 야간 시간  등에서 

일반 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검출성능 하를 가져온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시내도로 환경에서 

조명  배경 변화에 강인한 교통신호등 검출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수행하기 해 밝기 값을 입

력으로 하는 Spot-lights 역
[2, 3]

과 밝기, 비, 색상 정

보를 입력으로 하는 상향식 함 모델[4～6]을 용하

여 시각  주의 집 을 갖는 역을 검출한다. 그리고 

검출된 두 역의 공통된 역을 교통신호등 후보 역

으로 간주한다. 그 후 교통신호등의 모양과 색상정보를 

사용하여 교통신호등을 검출한다. 그림 1은 제안한 방

안을 처리 흐름도이다. 제안한 방안은 크게 3단계로 구

성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 처리 단계로 

입력된 상에서 교통신호등의 략인 치, 노이즈 제

거, 비 강조 등을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로 시각  

주의 역 검출과 H-maxima 변환[21]을 통한 교통신호

등 후보 역들을 검출한다. 그리고 후처리 단계에서 검

출된 두 역의 공통된 후보 역을 선택한다. 마지막

으로 검출된 후보 역들 에서 교통신호등 역을 검

출하기 해 모양과 색상정보를 사용하여 교통신호등을 

검출한다. 

3. 문제 정의

입력된 칼라 상에서 교통신호등을 검출하기 해서

는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입력 

상에서 교통신호등을 검출하기 한 처리 범 가 커 

계산 시간의 증 를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시내 

도로와 같은 복잡한 건물 배경 하에서 색상 임계치 기

반의 검출은 정확도가 낮은 문제 이 존재한다. 세 번

째로 야간 시간 의 경우 상녹화장치의 조리개가 많

이 열려 그 만큼 많은 빛을 받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이 

번지거나 블러(blur)되어 그 검출 역이 과도하게 커지

고 교통신호등 가운데 부분은 빈 홀이 발생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등 별을 해 에지 

혹은 템 릿 매칭 방법은 야간시간 에서는 용하기 

어려운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제 에 한 방안으로 자동차 내부에 설치

된 상녹화장비(블랙박스 등)의 설치 치를 기반으로 

입력 상 상단부분에 교통신호등이 치함으로 처리 

범 를 최소화 한다. 두 번째 방안은 밝기, 비, 색상 

정보가 주  역과 하게 두드러지는 역을 검출

하고, H-maxima transform 변환을 통해 주어진 밝기

보다 높은 밝기를 가진 역과 시각  주의 역을 검

출함으로써 고정된 색상 임계치를 통한 후보 역 검출

방안은 배제한다. 세 번째 문제에 한 방안으로는 검

그림 1. 제안한 방안의 처리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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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교통신호등 후보 역들에서 유사한 밝기 역분할 

방법을 용하여 동일한 밝기값  특징정보를 가진 

역들은 동일한 역으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역의 홀 

발생을 억제하고 시각  주의 역과 Spot-lights 역

의 공통된 역만을 선택함으로서 검출 역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지막 문제

에 한 방안으로 교통신호등이 가진 색상  모양 정

보에 기반을 둔 교통신호등을 검출하도록 한다. 

Ⅱ. 사전처리 단계

본 단계는 입력된 상에서 교통신호등이 치한 사

정보를 기반으로 처리범 를 이고 노이즈 제거와 

밝기 값 조정을 통해 비를 증가 시키는 단계이다. 그

림 2(가)는 자동차 면부 상단 도우에 부착된 상

녹화장치로부터 획득한 1920×1080 픽셀 크기의 칼라 

상이다. (나)는 입력 상 왼쪽과 오른쪽 각각 200픽

셀, 상단부 2/5 역만을 추출한 상이다. (다)는 그

이 변환 상이며 (라)는 median 필터 [3 3]을 용하

고, [0 1]로 정규화된 밝기값 상을 비 강조를 해 

0.1 미만은 0으로 0.8 이상의 밝기 값은 1로 치환한 결

과 상이다. 밝기 값의 비를 강조하더라도 하이라이

트 역은 변화가 없음을 그림 2(다)와 (라)에서 알 수 

있다. 결과 그림에서 붉은 색은 높은 값을 가진 역이

고 푸른색은 낮은 값을 가진 역을 나타낸다.

(가) 원 상 (나) 상단부 선택 상

(다) 노이즈 제거 (라) 밝기값 강조 상

그림 2. 사 처리 단계 결과

Fig. 2. Results of pre-processing step.

Ⅲ. 후보 영역 검출 단계

본 단계는 사 처리 단계에서 처리된 그림 2(나)와 

(라)를 입력으로 시각  주의를 갖는 역과 

Spot-lights 역 검출을 통해 교통신호등 후보 역들

을 검출하는 단계이다. 

1. 시각적 주의 영역 검출

시각  주의 역 검출 과정은 자의 선행 연구들
[4～6]과 같이 Itti[22,23]의 상향식 함 모델을 사용하여 

교통신호등 후보 역들을 검출한다. 상향식 방식은 입

력 상 이외의 어떠한 사  정보 없이 함 역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써 본 단계에서는 칼라, 밝기, 비 

특징정보들을 사용하고 특징맵의 수행 벨의 계산 시

간의 감소를 해 입력 상의 크기를 1/3로 이고 다

단계 처리 역시 2-단계로 설정한다. 그리고 각 특징맵

들의 결합을 한 상수 값(weight)들은 비값은 1.5로 

그림 3. 시각  주의 집  역 검출 과정

Fig. 3. Detecting Flowchart of visual attentio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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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나머지 특징맵은 1로 설정한다. 본 단계의 처

리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입력으로 칼라 상으로부터 식(1)과 같이 RG, BY채

과 밝기 값(I), 그리고, 색상 채 간의 비 차 특징정

보, 총 4개의 특징정보 추출을 수행하고 각 특정정보를  

2단계 가우시안 피라미드 상을 총 12개 특징맵을 생

성한다. 

 
 

 max
 

  max
min   (1)

그리고 각 피라미드 특징맵을 30×40 픽셀크기로 정

규화하고, 각 특징정보에 속한 특징맵들 간의 차이 

상 8개를 계산한다. 이때 계산 순서는 I+1번째와 I+2번

째, 그리고 I+1번째와 I+3번째끼리  차 연산을 수

행한다. 이때 심 역을 두드러지게 표 하기 해 가

우시안 차(Difference-of-Gaussian) 연산을 반복하여 

두드러진 역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약화시키는 방법을 

용한다. 이 후 승자 취(Winner-take-all) 과정을 통

해 특징정보당 최종 특징맵을 결정하고, 각 특징정보들

의 가 치 값(w1,w2,w3)을 곱하여 최종 함 맵을 생

성한다. 이로써 입력 칼라 상에서 연결된 특정 역이 

주 배경에 비해 하게 특징값이 두드러진 역들의 

치를 검출한다. 그림 4의 함 맵으로부터 시각  

주의 역 검출은 상  90% 이상 역들을 선택한 이

진 상을 출력한다. 

(나) 원 상 . 함 맵 겹

침 상

(가) 함맵 3차원 상 (다) 이진 마스크 

(나) 함맵 겹침 상

(가) 함맵 3차원 상 (다) 이진 마스크 

그림 4. 시각  주의 집  역 검출 결과

Fig. 4. Results of visual attention regions.

2. Spot-Lights 영역 검출

본 단계는 2단계로 나뉘어 수행한다. 즉, 낮 시간 와 

밤 시간을 구분하여 처리 방안을 달리 용하 다. 본 

단계의 처리과정은 그림 5와 같다. 칼라 상을 입력 받

아 평균 밝기값을 계산하고 값이 실험을 통해 120 이상

이면 낮 시간 로 단하고 이하일 경우는 야간 시간

로 단의 각각 처리를 분리한다. 교통신호등과 같이 

조명등의 경우 RGB 색상의 최 값을 가진 연결된 역

을 검출함으로써 략의 치를 악할 수 있으나 조명

등의 가운데 부분은 RGB의 각 채 이 부분 최 값을 

가지게 되어 평균 상과 차연산을 수행하 을 경우 가

운데 부분에 홀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결국 

검출된 역의 연결성분분석을 통해 조명등의 일부분이 

소실되었을 경우 둥근모양 분석에 제외는 경우가 발생

하 다. Spot-lights 역 검출을 해 낮 시간 에는 

Otus의 다단계 임계치(multilevel threshold) 방안
[24]

을 

용(2-level)하고, 야간 시간 는 H-maxima 변환을 

통해 주어진 값을 만족하는 지역 최  역을 검출한

다. 지역 최  역은 일정한 밝기값 가진 연결된 픽셀

들로써 그 외부 경졔 픽셀들은 모든 주어진 밝기 값보

다 낮은 값을 가진 역이다. 결국, H-maxima 변환은 

RGB 최  상에서 모 로지 연산을 통해 주어진 임계

값 이상을 만족하는 연결된 역들을 검출하는 것이다. 

그림 5. Spot-Lights 역 검출 과정

Fig. 5. Detecting Flowchart of spot-light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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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야간, 낮 시간  상

(나) RGB 최 값 상(max(r,g,b))

(다) 밝기값이 강조된 RGB 평균 상(I)

(라)  차이 상(abs|(나)-(다)|)

(마) 2단계 임계치 용 후 역 검출 상

(바) H-최 변환 임계치 용 후 역 검출 상

(사) 후처리과정을 통한 최종 spot-lights 검출 결과

그림 6. 주야 시간 의 spot-lights 역검출 결과

Fig. 6. Detection results of spot-lights regions at day 

and night time.

그림 6은 주·야 시간에 획득한 상에서 Spot-lights 

역 검출한 결과 상들로써 주·야간 시간에 용하는 

처리방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야간시간  상은 

다단계 임계치 방안보다는 H-maxima 변환(θ=20)을 통

한 역 검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보이며, 낮 시간 는 

그 반 의 결과를 제시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후처리 

과정에서 역의 크기가 700 픽셀이상이거나 5 픽셀 미

만인 역들은 제거한다.

Ⅳ. 후처리 과정

본 단계는 시각  주의 역과 Spot-lights 역검출 

단계에서 검출된 두 이진 상에서 교통신호등 역을 

검출하는 단계이다. 우선 두 역의 공통된 역을 선

택하고, 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검출된 역의 색상과 

모양분석을 통해 교통신호등 역들을 검출한다.

1. 후보영역 검출 

이  단계에서 검출된 두개의 이진 마스크의 공통된 

역(R)들을 포함하는 마스크(mask) 상을 추출하고 

연결된 픽셀들의 성분분석을 통해 n개의 역들을 정의

한 후, 각 역의 타원의 이심률(eccentricity), 역

(area), 역의 장축과 단축의 비율(ratio), 그리고 역

의 외곽을 둘러싼 convex hall 내의 픽셀비율(convex 

ratio=num(area)/num(convex area))을 측정하여 식(2)

의 설정을 만족하지 않는 i번째 역(Ri)은 제거한다.  

 ∈      
  i f     

  i f  or      

  i f     

  i f      

(2)

그림 7은 제안한 방안의 두 역검출과 후처리과정

을 통해 최종 으로 도출된 교통신호등 후보 역 검출 

결과이다. (가)는 시각  주의 역 90%이상의 강도를 

가진 역, (나)는 Spot-lights 검출 역, (다) 두 검출

된 이진 역의 결합된 상을 보여 다. 록색은 (가)

역이고 핑크색 역은 (나)의 역이며 두 이진 역

(가) 시각  주의 검출 역

(나) Spot-lights 검출 역

(다) (가),(나)의 차이 상

(라) 공통 역

(마) 후처리 최종 마스크 

(바) (마) 상의 치 표시 상

그림 7. 후처리 결과 상

Fig. 7. Results of post-process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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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된 역은 흰색으로 표시하 고 이는 (라) 상

이다. (라) 상에 식(2)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역을 

제거한 결과 상은 (마)이다. 최종 교통신호등 후보

역을 표시한 상은 (바) 상이다.

2. 칼라 및 색상 분석

본 단계에서는 후처리 단계의 교통신호등 후보 역

들 에서 색상  모양분석을 통해 교통신호등 역을 

검출한다. 이  단계에서 불필요한 역들은 제거되었

으나 실제 교통신호등의 모양인 원형, 그리고 색상 정

보를 이용한 임계치 값으로 교통 신호등 역들을 검출

한다. 교통신호등의 모양정보는 후처리 결과 마스크의 

각 역들의 타원형 여부를 검증한다. 그리고 색상 정

보는 rgb색상을 hsi색상공간으로 변환한 후 조명의 

향을 가장 게 받은 hue 색상채 을 사용한다. 즉 식

(3)과 같이 i번째 역(R)의 임계 범 의 hue값을 가진 

픽셀의 수가 체 역의 픽셀 수 비 일정 값(red: 

42%, green 67%) 이상이면 해당 역을 교통신호등 

역으로 별한다. 주간 시간 의 색상범 는 큰 차이가 

없으나 야간 시간의 경우 주  배경 건물의 형 등과 

일부 가로등이 푸른색 계열의 hue 색상값을 띄고 있어 

red 색상 채 의 hue 임계값 보다 높게 설정하 다. 하

지만, 실험 과정을 통해 단순히 색상 임계치와 더불어 

해당 역의 심좌표를 seed 값으로 하는 역분할을 

통한 분할된 역의 모양  색상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제시하 으나 수행시간의 증가로 인

해 본 단계에서는 제외하 다. 

i f  
 ≤ 

 ≤ 
 or

  

 ≤ 
 ≤ 

 
  

(3)

그림 8은 사 처리과정 없이 입력 상에서 hue 색상

임계치를 용하여 교통신호등 치를 표시한 결과 

상이다. 그림 8(가)는 입력 상에서 식(3)의 조건을 만

족한 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결과 상이고 (나)는 

제안한 방안의 처리 과정을 통한 도출된 결과 상이

다. 실험결과 야간 시간  촬 한 상에서는 교통신호

등이 아닌 치에 검출된 오류가 존재하 다. 이는 입

력된 야간시  상에서 교통신호등이 픽셀 크기가 1

(가) 원본 상의 hue 색상 임계치 용 상

(나) 제안한 최종 교통신호등 검출 상

그림 8. 교통신호등 검출결과

Fig. 8. Detection Results of traffic lights at day and 

night time.

5～25개의 작은 역이고 주의 조명색상과 유사한데서 

기인한다. 실제 그림 8(나)의 야간 시간  촬 한 왼쪽 

상의 실제 교통신호등은 가운데 하단 부분에 치한 

2개의 역으로써 좌, 우측면의 검출된 역은 푸른색

을 띈 네온  가로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

하기 해 입력된 상에서 좌, 우측면의 일부 상을 

제거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템

릿 매칭, 에지 검출, 학습 기반의 검출기 등을 용하

으나 야간 시간에 상에서 이를 용할 수 없어 해결 

방법으로 교통신호등의 략의 설치정보(이미지 상단, 

앙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Ⅴ.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해 주·야간 시간 에 시내 

도로에서 획득한 교통신호등이 포함된 상으로 실험하

다. 상 획득을 해 차량형 블랙박스 제품들

(CR-500HD, CR-200HD, 아이원 등)을 사용하 고, 

IBM호환 PC에서 도우 7 64bit OS환경(CPU: X5680 

dual hexa core 3.33GHz, RAM: 48GM, Thread 12개)

의 Matlab언어를 사용하여 12개의 쓰 드를 사용한 병

렬처리로 구 하 다. 입력 상은 당 5 임이고, 

1920×1080 픽셀 크기의 HD  칼라 상이다. 실제 

상처리에 사용한 상의 크기는 입력 상에서 상단부 

역과 크기를 bicubic 보간법[25]을 통해 1/3로 여 

152×507 픽셀 크기에서 수행하 으며 상 내에 교통

신호등의 크기는 약 10×11에서 28×32 픽셀 크기이다. 

제안한 연구에 구성된 각 단계별 수행 시간은 표 2와 

같다.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한 단계는 시각  주의 

역 검출 단계로써 입력 상의 칼라, 밝기, 비 특징정

보의 가우시안 연산과 차연산 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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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균 수행 시간 (sec/frame)

사 처리 0.05

시각  주의 역 검출 0.44

(Spot-Lights 역 검출) (0.06)

후처리 0.19

체 수행 시간 0.68

표 2. 제안한 연구의 단계별 수행 시간

Table 2. Processing time of each step.

소모하 다. 그리고 후처리 단계 역시 마스크 역의 

연결성분조사를 통해 각 역의 특성(비율, 장·단축 등) 

분석으로 인해 만약 많은 수의 후보 역이 검출될 시 

비교  많은 처리시간을 소모하 다. 따라서 제안한 방

법은 Full HD  상 크기로 당 5 임을 입력을 

받지만 처리하는 데는 약 당 1.5 임 정도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시각  주의 역과 Spot-lights 

역검출 단계는 12개의 쓰 드를 사용하여 병렬처리를 

수행으로 함으로써 체 수행시간은 임 당 0.68

의 시간을 소모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처리단계별 

수행 시간의 감소를 한 방안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한 방안의 성능 평가를 해 검출 정확도

(precision:P)와 재 도(recall:R) 지표를 측정하 다. 

식(4)에서 tp는 실제 교통신호등 역인데 올바르게 검

출한 수, fp는 교통신호등 역인데 검출 하지 못한 수, 

그리고 fn은 교통신호등 역이 아님에도 검출한 수를 

의미한다. 먼  검출 정확도 측정을 해 실험을 통해 

획득한 교통신호등 역과 사 에 교통신호등 역을 

ground-truth 방법으로 검출한 역과의 공간 인 겹

침 정도를 측정하 다. 실험에서 두 역들 간의 겹침 

정도가 약 50% 이상일 때만 올바른 검출 결과로 별

하 다. 제안한 방안과 비교를 한 RGB, HSI 색상 임

계치 기반의 교통신호등 역 검출 방안들
[12,13]

과 교통

신호등의 검출 결과를 비교하 다. 탬 릿 매칭, 에지 

매칭, 학습기 기반 검출 방안들은 야간 상에 용할 

수 없어 제외 하 다. 검출 성능 실험을 해 교통신호

등 후보 역 검출단계에서 색상 임계치 방안과 제안한 

방안을 각각 용 한 후 후처리과정은 8방향으로 픽셀 

연결성분분석을 통해 연결된 픽셀의 박스 역의 크기

와 좌표를 ground-truth로 표시한 값과 비교하 다. 크

기는 두 역의 겹침 정보가 약 50% 이상이면 같은 

역으로 별하 다. 

 


 


(4)

RGB 색상 임계치 방안은 [0 1]로 정규한 RN, GN, 

BN 색상채 의 후보 역 선택 조건은 식(5)와 같다[12]. 

  

 

 

     

i f     ∧
    ∧   
  

i f      ∧
     ∧    

  

(5)

H S I

빨간색 0-20, 230-`6 220-255 170-255

랑색 100-120 60-255 130-220

표 3. 색상 구분 임계값[13]

Table 3. Thresholding values of each color lights.

(가) RGB 임계치 용 결과 마스크

(나) HSI 임계치 용 결과 마스크

(다) 제안한 방안

그림 9. 그림 6(가) 상에서 색상 임계치를 통한 교통

신호등 후보 마스크 결과

Fig. 9. Detection Results of candidate traffic lights 

regions using color thresholding.

       성능 

방법       
Precision Recall

평균수행시간

(sec.)

RGB[12] 0.1103 0.0104 0.09

HSI[13] 0.4263 0.1089 0.11

제안한 방안 0.6956 0.2215 0.57

표 4. 교통신호등 후보 역 검출 성능 결과

Table 4. Performance results of candidate traffic light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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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야간 시간  교통신호등 검출 결과

(나) 교통신호등 검출 오류 결과(미검출, 과다검출)

그림 10. 교통신호등 검출 결과

Fig. 10. Detection Results of traffic light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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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HSI 색상 임계치 방안의 후보 역 선택 조건

은 표 2와 같다[13]. 식(5)와 표 3의 조건을 이용하여 그

림 6(가) 주·야간 상에서 교통신호등의 후보 역을 

검출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가)는 야간 상의 RGB

와 HSI 색상 임계값을 용하여 이진화한 결과 마스크

이며, (나)는 주간 상의 이진 마스크이다. 그리고 (다)

는 제안한 방안인 시각  주의 검출 역과 Spot-lights 

검출 역의 병합한 이진 상이다. 실험 결과, 시내도로 

환경과 같은 다양한 조명 변화 그리고 야간 시간 에 

색상 기반의 임계치 방안을 용하기에는 그 검출 정확

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색상 임계치 기반

의 방안은 많은 학습 과정을 통해 최 의 임계값을 결

정하는 것이 요하며 환경에 따라 응 으로 변경하

는 값 설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안한 방안에 비해 색

상 임계치 방안은 수행 속도 빠른 이 도 가지고 있다. 

표 4는 교통신호등 후보 역 검출을 한 색상 임계치

와 제안한 방안의 성능 식(4)를 이용하여 비교한 표이

다. 제안한 후처리 과정을 제외한 성능비교로써 제안한 

연구가 수행시간은 다소 소모되더라도 검출 성능 면에

서 색상 임계치 방안보다는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제

안한 방안의 경우 후처리과정을 통해 검출된 결과는 약 

83.2%의 검출성공률을 제시하 다. 

그림 10은 제안한 방안을 용한 교통신호등 검출결

과 상들이다. 에서 아래방향으로 원본 상, 상단부  

상, 시각  주의 역 검출 이진 상, Spot-lights 

역 검출 이진 상, 두 이진 상 병합 상, 교통신호등 

후보 상, 그리고 최종 검출 결과 상들이다. 일부 

상들에서는 햇빛에 의한 난반사, 우천 히 빗방울에 의

한 굴 , 빠른 차량 속도로 인한 디지타이징 에러  블

러링 등 다양한 향에 의해 발생하 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차량에 설치된 상녹화장치가 단순히 

상녹화 후 사후확인용에서 벗어나 사  안 운  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지원하기 한 방안으로 상에 한 

분석을 통해 교통신호등을 검출하는 연구이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기존의 주·야간 시간 에 배경이 비교  복

잡한 시내도로에서 효과 으로 교통신호등을 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기존 연구에서 일반 으로 많

이 사용되는 기 교통신호등 후보 역검출과정에서 

색상 임계치 기반의 방안이 이용되었으나 고정된 임계

값 사용으로 응 으로 변하는 시내도로 환경에 용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었다. 한, 템 릿  에지 매

칭, 그리고 학습기 기반의 검출 방안 역시 야간 시간

에는 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 연구에서는 특징정보들 간의 

비차이와 하게 밝은 역들의 조합으로 교통신호

등 후보 역들을 검출함으로써 주·야 시간 에 비교  

복잡한 배경 하에서도 교통신호등을 효과 으로 검출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야간 시내도로의 경우 주  건

물의 형 등, 백색 가로등, HID 조등 차량, 붉은 네온

사인의 약국 조명등의 경우 교통신호등으로 일부 오검

출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처리 시간

단축과 함께 오검출률 이기 해 퍼지  신경망 기

법 등을 활용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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