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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f traffic signal detection and recognition in an RGB color model. The proposed

method firstly processes RGB-filtering in order to detect traffic signal candidates. Secondly, it performs adaptive threshold

processing and then analyzes connected components of the binary image. The connected component of a traffic signal

has to be satisfied with both a bounding box rate and an area rate that are defined in this paper. The traffic signal

recognition system is implemented using C language in an embedded Linux system for a high-speed real-time image

processing.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s are quite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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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내 교통 사고의 2/3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이 사

고의 약 80%가 교통 신호등을 무시해서 발생한다고

한다[1]. 교통신호등 인식 시스템은 이동하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신호등 영상을 자동으로 획득 및 검

출하고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차량 전방에 신호등의 존

재 여부와 신호등의 적, 황, 녹의 신호상태를 실시간으

로 차량 디스플레이 장치나 음성 또는 사운드로 스피

커를 통해 알려주어, 운전자의 시각과 지각을 보조하는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다. 이러한 교통신호등 인식 시스

템은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색약이나 색맹인 운전자에게는 특히 유용하다.

또한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경고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으로도 활용

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호등 자동 인식 시스템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동하

는 차량에서 획득하는 전면 영상에서 신호등 부분(객

체)이 차지하는 비율이 배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신호등의 배경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일관된 성능으

로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둘째로 운전자가 위험물이나 신호등을 발견한

후,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기계적인 제동에 의해 차량이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 차량이 계속 주행하는 ‘차량의

정지거리’는 차량의 속도가 60 Km/h일 때 약 40 m이

다. 60 km/h로 진행하는 차량에서 신호등 영상을 50 m

전방에서 획득했을 때 10 m를 진행하는 시간인 0.6초

안에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한 결과가 나와야만 신호

등 인식 시스템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신호등 인식 시

스템은 인식률도 중요하지만 인식 속도도 매우 중요하

다. 신호등 검출과 인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알고리즘은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상에서 신

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색상 정보와 형태정

보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먼저, 색상 정

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빨강(Red), 초록(Green), 파랑

(Blue)으로 구성된 RGB 모델로 입력된 컬러 영상을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Intensity)로 구성된

HSI 모델로 변환한 후, 채도와 밝기 값의 차이를 이용

한 색 분할과 검출마스크를 통한 신호등을 검출하거나

[1],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한 임계값을 정의한 후, 검출†E-mail : mjung@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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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픽셀에 유효값 판정 마스크를 사용하여 신호등을

검출하거나[2], 또는 검출된 픽셀을 그룹화하여 정의된

신호등의 크기에 따라 신호등을 검출한다[3]. 색상 정

보는 날씨 변화와 빛의 상태에 따른 변화에 민감하고

신호등과 유사한 색의 건물이나 간판 등의 배경이 신

호등 검출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임의의 입력 영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HSI의 임계값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신호등 검출을 위한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한 임계값이

문헌[1-3]마다 모두 다 다른 것은 이를 나타낸다. 또한

RGB 모델에서 HSI 모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입력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수학 함수 호출과 복잡한 부

동 소수점 계산을 해야 하는 데 이는 실시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제약이 된다. 형태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신호등을 검출하기 위해 신호등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

각형의 너비와 높이 비율에 의해 검은색 함체(case)를

검출하는 방법[4], Hough 변환을 이용해 직사각형을

검출하는 방법[5] 등이 있다. 형태 정보는 신호등 주변

의 복잡한 배경에 의해 신호등의 형태가 왜곡될 때 인

식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RGB 색상 모델로 입력되는 컬러 영상을 변환 없

이 RGB 색상 공간에서RGB-필터링을 통해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입력

영상을 R-필터링과 G-필터링을 통해 빨간색 객체와 초

록색 객체를 검출한다. 검출된 객체를 연결 성분 분석

하여 신호등인지 검증한다. R-필터링된 영상에서 신호

등 객체가 검출되면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있는 것이

고, G-필터링된 영상에서 신호등 객체가 검출되면 전

방에 녹색 신호등이 있는 것이며, R-필터링과 G-필터

링된 영상 모두에 신호등 객체가 검출되면 황색 신호

등이 있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검출된 신호등의 함체

(case) 또한 검출하여 신호등의 배열 방식과 종류도 인

식하여 검출된 신호등의 신뢰도를 높인다.

2. RGB 색상 공간에서의 객체 검출과 인식

2.1. RGB 필터링

신호등은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과 나뉘는데,

본 논문에서 검출하고 인식할 대상인 차량 신호등은 신

호 철주에 가로로 매달린 주등식(柱燈式)으로 설치되

어 있다. 차량 신호등은 3색등의 경우 적색등, 황색등,

녹색등의 순서로 구성되며, 4색등의 경우에는 3색등의

녹색등 바로 앞에 녹색 화살표가 추가되어 구성된다.

차량 신호등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검은색 직사각

형안에 적색, 황색, 녹색 중 하나가 점등되며, 전방 상

단 중앙부분에 보통 1대 또는 2대(큰 교차로에서는 3

대 또는4대)가 위치하는 것이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에 입력되는 전방 영상에서 신호등을 검출하고 점등된

색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에 대한 색상과 형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신호등을 검출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빨강, 노랑, 초록의

색상 정보이다. 신호등의 검은 직사각형 형태 정보만으

로 신호등을 검출하는 것은 Fig. 1에서 보듯이 신호등

의 뒤편 배경에 있는 도로 간판, 표지판, 가로수 가지,

전선 등등 복잡한 배경화면의 수많은 변수로 인해 신

뢰도가 높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컬러 영상을 사용한다. 앞에

서 언급했듯이 신호등의 색상은 날씨와 시간에 따른

외부 빛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단순한 RGB

채널별 분리는 외부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획득 영

상에서 채널별 간섭과 백색으로 인한 색혼합으로 인하

여 사용하지 않는다. 즉 외부 백색 조명(빛)은 영상의

RGB 채널의 모든 값들을 동시에 왜곡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 고유의RGB색만을 추출하기 위해

RGB 필터링을 개발하였다. 수식 (1)은 R-필터링을 하

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수식 (2)는 G-필터링을,

수식 (3)은 B-필터링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처리하

는 신호등의 색상은 빨강과 초록, 그리고 두 색의 합인

노랑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B-필터링은 생략한다.

(1)

(2)

(3)

위의 수식을 수행한 후 값이 0보다 작은 음수는 0으

로, 255보다 큰 수는 255로 클램핑(clamping)하여 픽셀

의 값이 8-bit 범위 안에 있게 한다. Fig. 1은 차량 카메

라의 전방 상단 입력 영상을 위의 수식에 의해 RGB-

필터링한 예를 보인다.

R-필터링은 입력 영상에서 순수한 빨간색만을 검출

하고, G-필터링은 순수한 녹색만을 검출한다. Fig. 1(a)

는 적색 신호등인데 이를 R-필터링하면 적색 신호등의

빨간색 부분과 배경에서 빨간색이 존재하는 부분만을

R R G–( ) R B–( ) G B– ,–+=

G 0,=

B 0=

R 0=( ),

G G R–( ) G B–( ) R B– ,–+=

B 0=

R 0,=

G 0,=

B B R–( ) B G–( ) 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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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고 백색광 부분과 그 외의 색 부분은 모두 제거

한다. Fig. 1(b)는 이를 나타낸다. 또한 적색 신호등을

G-필터링하면 녹색이 존재하는 부분만을 추출하므로

결과 영상 Fig. 1(c)는 적색 신호등 부분이 제거되고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영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녹색

신호등(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인 입력 영상 Fig. 1(d)

를 R-필터링하면 녹색 신호등 부분이 제거 되고(Fig.

1(e)) G-필터링하면 녹색 신호등 부분이 검출된다(Fig.

1(f)). 즉, 적색 신호등은 R-필터링한 결과 영상에 적색

부분이 남고, 녹색 신호등은 G-필터링한 결과 영상에

녹색 부분이 남게 된다. 노란색은 빨간색과 녹색의 혼

합이다. 따라서 황색 신호등의 경우는 R-필터링한 결

과 영상에 적색 부분이 남고, 또한 G-필터링한 결과 영

상에도 녹색 부분이 남게 된다. 즉 영상의 동일한 위치

좌표에 동일한 물체가 R-필터링한 결과 영상에도 있고

G-필터링한 결과 영상에도 존재한다면 그 물체는 노란

색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연결 성분 분석

RGB-필터링한 결과 영상에는 신호등뿐만 아니라 신

호등 주변에 빨강, 노랑, 초록색을 띄는 여러 가지 배

경 물체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RGB-필터

링한 결과 영상에 남아 있는 객체가 신호등의 불빛인

지 아닌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RGB-필터링한 결과 영상을 연결 성분(connected

component) 분석 후 정의된 신호등 크기와 조건에 따

라 신호등의 불빛 여부를 결정한다. 연결 성분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링(labeling) 방법을 사용한

다. 연결 성분 분석을 위해서 먼저 RGB-필터링한 결

과 영상을 최대 분산법을 이용해 영상 이진화 처리를

한다. 영상 이진화(binarization) 처리는 입력 영상의 픽

셀 값이 0에서 임계값(threshold value)까지는 출력 영

상의 픽셀 값을 0으로, 임계값 이후에서 255까지는 출

력 영상의 픽셀 값을 255로 조작하는 간단한 처리이다.

그러나 모든 임의의 입력 영상에 대해 적절한 임계값을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영상 이진화 처리

는 영상의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임계값을 잘 못 정하면 검출할 물체가 배경이 되어 사라

지거나 배경이 물체의 일부분이 된다. 심지어 아예 이진

화된 영상에서 물체(여기서는 검출된 신호등 불빛)가 사

라지는 일도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입력 영상

에 대해 히스토그램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영역 사

이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임계값을 자동으로 구하여

영상 이진화를 수행한다[6]. Fig. 2(a)는 Fig. 1(b)를, Fig.

2(b)는 Fig. 1(f)를 최대 분산법을 이용해 자동으로 임계

값을 구해 이진화 처리한 결과 영상을 보인다. 

이진화된 영상에 대해 레이블링을 수행하면 영상에

서 같은 연결 성분으로 구성된 객체의 크기(blob size)

와 그 객체를 둘러싸는 사각형(bounding box)의 좌상

좌표 (left, top)와 우하 좌표 (right, bottom)를 알 수 있

다. 여기에서 크기란 하나의 연결 성분으로 된 물체 덩

어리(blob)의 픽셀개수 합으로 정의된다.

Table 1은 Fig. 2(a)와 Fig. 2(b) 영상에 대해 연결 성

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2(a)에는 빨간색 물체

(적색 신호등 후보)가 두 개 있는데 연결 성분 은 크기

가 177픽셀이고(177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연

결 성분을 둘러싸는 사각형(bounding box)의 좌상 좌

표는 (198, 173), 우하 좌표는 (214, 186)이다. 이로부

터 연결 성분의 가로 길이는 17 픽셀이고 세로 길이는

14 픽셀임을 알 수 있다. 연결 성분 는 191개의 픽셀로

이뤄져 있고 마찬가지로 좌상좌표와 우상좌표로부터

가로 길이는 16 픽셀이고 세로 길이는 15 픽셀임을 알

수 있다. Fig. 2(b)에는 초록색 물체가 네 개 있는데 크

기가88픽셀(①)과 79픽셀(③)인 것은 좌회전 녹색 화살

표 불빛 후보이고, 크기가 대략 두 배인 182픽셀(②)과

Fig. 1. RGB-filtering of traffic signals.

Fig. 2. Binarization of RGB-filter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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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픽셀(④)의 연결성분은 녹색 신호등의 후보가 된다.

신호등은 원형이고 이를 둘러싸는 외곽선은 정사각

형이다. 따라서 영상에서 하나의 연결성분인 신호등을

둘러싸는 사각형(bounding box)의 가로와 세로의 이론

적 비율은 1이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에

있는 연결성분의 가로와 세로비율을 Sb라고 하고 이론

적 비율 1과의 차이 Eb를 식(4)와 같이 0.3이내로 허용

한다.

(4)

반지름 r인 원과 이를 둘러싸는 정사각형의 면적비

는 π r2 : 4 r2, 즉 1 : 4/π. 본 논문에서는 신호등의 연

결성분 크기와 연결성분을 둘러싸는 사각형의 크기 비

율(area rate)을 Sa라고 하고 4/π 와의 차이 Ea를 식(5)

와 같이0.3이내로 허용한다.

(5)

최대 분산 이진화를 통해 검출된 신호등 후보 성분

은 연결 성분 분석을 통해 식 (4)와 식 (5)를 만족해야

만 신호등 불빛으로 선택되고 만족하지 않는 연결 성

분은 신호등 불빛 대상에서 제외한다. 

녹색 화살표는 식 (4)에서 1대신에 1.3을, 식 (5)에서

4/π 대신에 2를 치환하여 사용한다. 좌회전 녹색 화살

표는 단독으로 점등되지 않고 녹색등 또는 적색등과

함께 점등되며, 신호등이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녹

색등의 바로 왼쪽(적색등에서는 오른쪽으로 두번째)에

수직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녹색등의 바로 위쪽(적색등

에서는 아래쪽으로 두번째)에 위치한다. 따라서 먼저

녹색등 또는 적색등을 검출한 후, 녹색 화살표의 점등

여부를 정의된 Eb 와 Ea에 의해 검출한다. 검출된 녹색

화살표는 시스템에 저장된 녹색 화살표의 프로토타입

(prototype)과 원형정합(template matching) 방법을 통

해 녹색 화살표 여부를 검증한다.

2.3. 신호등 외형적 특징과 검증

RGB-필터링, 영상 이진화와 연결 성분 분석을 통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신호등 불빛 후보가 신호

등 불빛이 아니라 신호등과 색상이 같은 배경 물체이

거나 다른 불빛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호등 외형 분석

을 통해 검출한 객체가 신호등의 불빛인지 아닌지 검

증하여 보다 높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영상에서

신호등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신호등의 외형

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호등은 적색등, 황

색등, 녹색등(燈)을 검은색 직사각형의 함체(case)가 둘

러싸고 있다[7]. 신호등의 종류와 배열 순서는 Fig. 3과

같다.

등(燈)의 지름은 300 mm이고, 등을 둘러싼 정사각형

의 크기는 신호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로세로

355 mm이다[7]. 따라서 횡형 사색등의 함체 크기는 가

Eb 1 Sb– 0.3<=

Ea

4

π
--- Sa– 0.3<=

Table 1. Connected components(blobs) of Fig. 2.

blobs
blob 

size

「(left, top) 
(right, 

bottom)」

bounding

box rate area rate

Fig. 2 

(a)

① 177
(198, 173)

(214, 186)
17/14 1.34

② 191
(424, 168)

(439, 182)
16/15 1.26

Fig. 2 

(b)

① 88
(197, 186)

(212, 197)
16/12 2.18

② 182
(218, 185)

(234, 197)
16/17 1.49

③ 79
(431, 183)

(445, 193)
15/11 2.09

④ 161
(452, 182)

(467, 193)
16/12 1.19

S
b

width

height
---------------=

⎝ ⎠
⎛ ⎞ S

b
rec tan gle

circle
-------------------------=

Fig. 3. Types and lamp orders of traffic signals(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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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로비가 4대1이고, 횡형 삼색등의 함체 크기는 가

로 세로비가 3대1, 횡형 이색등의 함체 크기는 가로 세

로비가 2대1이다. 종형 신호등의 가로세로비는 횡형

신호등의 비의 역이다. 신호등을 2차원으로 획득하는

영상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신호등의 이러한 크기 비율

은 변하지 않는다. 신호등 색상과 더불어 신호등을 둘

러싼 검은색 함체의 크기 비율은 앞에서 검출된 신호

등 불빛이 신호등 불빛인지를 검증하는 좋은 특징이

된다. Table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연결 성분의 좌상

좌표와 우하 좌표를 이용해 점등된 신호등 한 개의 세

로 및 가로 길이를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해 소등된 나

머지 신호등 부분의 존재여부를 판별한다.

예를 들어 Fig. 1(a) 영상에서 첫번째 적색등은 가로

길이가 17 픽셀이고 세로 길이는 14 픽셀이다. 신호등에

서 등과 함체의 크기 비율은 300 mm : 355 mm = 1 :

1.1833 이다. 입력 영상에서 적색 신호등 불빛의 가로 길

이가 17픽셀이므로 함체의 가로 길이는 17 × 1.1833인

20픽셀로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적색 신호등 불빛의 세

로 길이가 14픽셀이므로 함체의 세로 길이는 14 ×

1.1833인 17픽셀로 계산된다. 여기서는 검출된 불빛이

수평으로 배열된 신호등의 적색이므로, 그 적색 객체

바로 오른쪽에(수직으로 배열된 신호등이라면 바로 아

래쪽에) 가로세로 크기가 20 × 17인 검은색 부분(소등

된 신호와 함체)이 컬러 입력 영상에 최소1개 이상 존

재해야 한다. 즉, 적색 객체 오른쪽으로 검은색 함체가

3개 존재하면 횡형 4색등, 2개 존재하면 횡형 3색등, 1

개 존재하면 횡형 2색등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신호등

의 불빛이 아니다. 아주 드물지만 종형 신호등의 경우

는 아래쪽으로 검은색 부분이 마찬가지로 존재해야 한

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검출된 연결성

분이 적색일 경우에는 그 위치 좌표에서 영상내의 함체

의 크기만큼 오른쪽과 아래로 영상을 크랍(crop)한다.

Fig. 4는 Fig. 1(a)에 있는 첫번째 신호등을 검출하고

검증하기 위해 검출된 연결성분(적색 객체)의 위치 좌

표에서 영상내의 함체의 크기만큼 오른쪽(횡형)과 아

래쪽(종형)으로 영상을 크랍(crop)한 것을 보인다.

크랍된 영상들은 신호등을 구성하는 후보 영상이 된

다. 오른쪽으로 크랍한 영상들이 모두 검은색이므로 검

출된 적색 객체는 점등된 적색 신호등으로, 크랍된 영

상들은 순서대로 소등된 황색등, 소등된 녹색화살표,

소등된 녹색등으로 인식된다. 즉, 수평 배열된 횡형 4

색 신호등에서 적색이 점등한 것이다. 검출된 연결 성

분이 녹색일 때는 왼쪽과 위쪽 방향으로 크랍한다. 

Fig. 5는 Fig. 1(d)에 있는 첫번째 신호등을 검출하고

검증하기 위해 검출된 연결성분(녹색 객체)의 위치 좌

표에서 영상내의 함체의 크기만큼 왼쪽(횡형)과 위쪽(

종형)으로 영상을 크랍(crop)한 것을 보인다. 크랍된 영

상들은 신호등과 함체를 구성하는 후보 영상이 된다.

위쪽으로 크랍한 영상은 모두 검은색이 아니므로 신호

등을 구성하는 영상이 아니고, 왼쪽으로 크랍한 영상으

로부터 전방에 횡형 4색 신호등이 있으며 녹색화살표

와 녹색등이 점등한 것으로 인식한다. 소등된 신호의

크랍된 컬러 영상은 검은색을 띄는 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크랍된 컬러 영상의 평균값과 표

준 편차를 구한다. Table 2는 Fig. 4와 Fig. 5에서 보인

크랍된 영상에 있는 RGB 픽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검은색에서는 Red, Green,

Blue의 픽셀 값이 작은 편차로 고르게 작은값을 가진

다. 본 논문에서는 크랍된 컬러 영상의 픽셀 평균값이

70 미만이고, 동시에 표준 편차가 7 미만이면 검은색

즉, 소등된 신호등으로 판별한다. 신호등 인식 시스템

에서 플래그(flag) 선택에 의해 횡형 신호등만 검출하

게 하면 아래쪽이나 위쪽으로의 크랍(crop)과 신호등

Fig. 4. Horizontal and vertical crops of the first traffic

signal in Fig. 1(a).

Fig. 5. Horizontal and vertical crops of the first traffic

signal in Fig.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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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

등된 신호등을 검출하는 방법’은 점등된 신호등의 2차

검증과 함께 신호등 인식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인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C언어로 구현하여 임베

디드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험하였다. Fig. 6은 실험한

영상들의 예를 보인다. 각 입력 영상을 처리하여 최종

출력까지 걸리는 시간은 0.2초미만으로 빠른 수행 시

간을 보였다. 그림의 좌측은 시스템의 입력 영상을 우

측은 G-필터링(녹색 신호의 경우) 또는R-필터링(적색

신호의 경우)한 후, 최대 분산 이진화 처리하여 검출된

신호등 후보 객체를 보인다. 그림의 우측에서 생략된

또 다른 R-필터링(녹색 신호의 경우) 또는 G-필터링(

적색 신호의 경우)에 대한 영상은 Fig. 1(c)(e)에 보인

것처럼 영상의 대부분이 검은 바탕이고 간혹 검출된

연결 성분도 연결 성분 분석에 의해 신호등이 아닌 것

으로 판명된다. 즉, 임의의 입력 영상에 대해 R-필터링

된 영상에 신호등 후보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검출,

검증되고, G-필터링된 영상에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

거나 아주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신호등을 검출, 검증

된다면, 전방에 적색신호등이 존재한다고 출력한다. R-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ropped images

in Fig. 4 and Fig. 5.

From

Fig. 4.
평균 표준편차

From

Fig. 5.
평균 표준편차

99.6 75.1 115.2 11.4

52.0 5.6 114.8 10.3

51.3 4.2 105.8 12.7

53.8 4.8 41.4 4.4

95.0 16.6 44.5 5.7

98.5 24.7 62.2 40.3

84.1 9.1 90.4 66.8

Fig. 6. Examples of traffic signals and detected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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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된 영상과 G-필터링된 영상 모두에서 동시에 신

호등 후보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검출, 검증되고 검

출된 연결 성분의 중심 좌표 및 크기가 동일하면 황색

신호등이 전방에 존재한다고 출력한다. 신호등과의 거

리와 영상의 해상도를 다양하게 한 실험에서 123개의

입력 영상에 대해 97개를 정확히 검출하고 인식하고

26개를 인식 거부하였다. 연결 성분 분석에서 신호등의

Eb와 Ea값을 0.3보다 큰 0.4로 하면 116개로 인식률은

높아지지만 7개의 오인식이 발생하였다. 신호등의 오

인식은 안전 운전에 치명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부률

(reject rate)을 높이고 오인식율(error rate)은 최대한 낮

게 해야 한다. 시스템 인식 거부시에는 전방에 신호등

의 존재 가능성만을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전방에 주의

를 기울이게 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교통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기 위

해서 차량에서 획득된 영상을 RGB 색상 공간에서

RGB-필터링 한 후, 연결 성분 분석을 통해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안한 방법을 실

험한 결과는 성공적인 인식률을 보였다. 오인식(error)

되거나 인식 거부(reject)된 영상은 신호등 영상이 너무

적은 경우였다. 차량의 거리와 신호등과의 거리가 60m

이상 떨어지면 획득한 전체 영상에서 신호등 부분이 차

지 하는 비율이 매우 작아 검출률과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메라의 줌인(zoom-in)

기능을 이용해 획득 영상 자체를 광학적으로 확대하거

나, 획득한 영상을 디지털적으로 영상 확대하여 처리하

는 방법도 차후 연구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신호등 위

치를 정확히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량에서

동영상을 획득할 경우, 초당 프레임 수(fps)만큼의 유사

한 신호등 정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면 신호등 인식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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