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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ffic light detection and recognition (TLDR) algorithm in the daytime. The proposed

algorithm utilizes the color and shape information for the TLDR. At first, a traffic light is detected and recognized based

on its shape information. Then, the color range of the detected traffic light is investigated in HSV color space. The input

data of the proposed TLDR algorithm is the color image captured using the black box camera during driving. Our

simulation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achieve a high detection and recognition performance for the

images including traffic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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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에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차량

용 블랙박스는 음성, 영상 및 자동차의 여러 운행정보

를 저장하는 매체이며, 이를 근거로 사고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는 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블랙박스의 장착

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일반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보급

률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1]. Fig. 1에서 보여주듯이

블랙박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기기

의 소형화·첨단화를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

측된다.

최근 이러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교통신호

탐지와 인식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교통신호

등 검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2]. 하지만 개발된 알

고리즘은 날씨와 조명의 영향에 의한 오인식을 극복하

지 못하였다. Kehtarnavaz와 Griswold [3]는 HSI 컬러

모델에서 교통신호등의 색상(H), 채도(S), 명도(I)의 범

위를 통계적 처리를 이용하여 정하고, 허프 변환을 이

용하였다. 그러나 고정적인 색상정보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날씨 변화와 주변 빛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

아 교통 신호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Michael

[4]은 RGB 컬러의 비율을 이용해 도로 노면 교통신호

†
E-mail : cspark@sejong.ac.kr Fig. 1. Market of the car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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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복잡한 주행환경에서 주변 지

형지물들의 색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교통 신호등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하늘과 같이 초

록신호와 유사한 색상을 구분하는데 오차가 크다는 단

점이 있다. Piccioli [5]는 물체의 경계를 흑백 영상으로

생성한 후 형태분석을 통해 원형 교통신호와 삼각형

교통신호를 검출하고, 교통신호등의 배치와 교차보정

을 이용해 분류를 했다. 하지만 형태정보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복잡할 경우 교통신호등이 정확히

검출되지 못하거나 교통신호등과 전혀 상관 없는 곳을

오인식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신호등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 주간 신호등 탐지 및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교통신호등의

유동적인 색상정보와 영상 이진화를 통해 얻어진 형태

정보를 동시에 이용한다. 영상 이진화와 Morphology

연산을 통해 원형 모양의 후보 영역을 검출하고, 후보

영역의 색상 및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신호등을 검

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교통신호등 배면판의 위치

와 밝기를 이용하여 교통신호등 검출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정지영상에서 더

나아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인 사용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전에 촬영된 영상에서 정지 신호를 검출하였고

현재 영상에서 주행신호를 검출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주행 시작 신호를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전방의 신호가

주행신호에서 정지신호를 신호가 바뀌는 경우에 운전

자에게 주행 정지 경고를 알려줄 수 있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주행 중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대상으로 신호등을 탐색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시스템은 ROI (Region of Interest) 추출, HSV영

상 생성, 이진화, 레이블링, 신호등 탐색의 5단계로 구

성되며, 각 단계는 입력 영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Fig.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요도를 보여준

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2.1. ROI 추출

일반적으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신호등의

위치는 대부분 영상의 상단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불필

요한 영역을 탐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탐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호등 영상 가로 길이의 1/4지점에서

3/4지점까지, 세로 길이의 1/2지점까지를 잘라 ROI로

설정한다. Fig. 3은 신호등 영상 원본과 추출한 ROI를

Fig. 2. System Flowchart.

Fig. 3. Traffic lights image and ROI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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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2.2. HSV 영상 생성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효과적으로 신호등을 검출하

기 위하여 이전 단계에서 추출한 ROI에 두 단계의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ROI 각 픽셀의 색상 정보는 기본적으로 빨강(Red),

초록(Green), 파랑(Blue)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RGB 모델로 나타낸다. RGB모델은 색상 정보, 밝기

정보 등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 고유의 색상

을 판별하기 어렵다. 반면에, HSV 모델은 색상 H

(Hue), 채도 S (Saturation), 명도 V (Value)로 나타내어

지는 모델로, RGB 모델에 비하여 색상 분포가 집중되

어 있어 신호등 고유의 색상을 판별하는 데에 더 적합

하다. 따라서 ROI에 대한 첫 번째 전처리 과정으로,

RGB 모델을 HSV 모델로 변환하게 되면 빛의 세기가

강한 부분에서 특정 채도가 높게 나타나 신호등(원)을

검출하기에 용이해진다.

추가로 HSV모델로 변환한 영상을 생성한 후에는

ROI의 평균 명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계산된

평균 명도는 이후 이진화 단계에서 사용된다. 

2.3. 이진화(Thresholding)

ROI에 대한 두 번째 전처리 과정으로서 HSV영상을

이용하여 배경 영역과 신호등 후보 영역을 분리하는

이진화를 수행한다. 

2.3.1 흑백 영상 생성

신호등 영상에서의 신호등은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간 환경에서 나타나는 신호등의 특징

으로, 이진화 이전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흑백 영

상을 생성한다.

흑백 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ROI와 같은 크기의

검정색 영상을 생성한 후, ROI 영역의 각 픽셀을 검사

하여 채도와 명도가 임계 값(Threshold)보다 높은 픽셀

을 탐색한다. 

ROI영역에서 위 조건의 픽셀이 탐색된 위치를 (x,

y), 탐색된 픽셀을 P(x, y), P(x, y)의 색상, 채도, 명도

를 각각 PH, PS, PY, 검정색 영상 내 (x, y)에 위치한 픽

셀을 Q(x, y)라 할 때, Q(x, y)의 값은 식 (2.1)과 같다.

ROI영역에서 탐색된 모든 픽셀 P(x, y)에 대하여 이와

과정을 수행하면 Fig. 5와 같은 흑백 영상이 생성된다.

Q(x, y) = (PH + PS + PY)/3. (2.1)

또한, P(x, y)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임계

값은 채도, 명도가 각각 다르다. 또한 입력되는 영상마

다 그 명도에 따라서 신호등의 채도와 명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계산한ROI영상의 평

균 명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임계 값을 구한다.

ROI영상의 평균 명도를 α라고 하고, 채도의 임계 값

을 Ts, 명도의 임계 값을 T
ν
라고 할 때 각각의 임계 값

은 다음과 같다.

(2.2)

2.3.2 이진화

다음으로, 생성된 흑백 영상의 픽셀 Q(x, y)의 값을

이용하여 영상을 관심대상(Object)과 배경영상

(Ground)의 이진영상으로 분리한다. 이진화를 위해 임

계 값 Tb을 설정하여 Tb와 픽셀 Q(x, y)의 값을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이 이진화 이후의 픽셀 R(x, y)의 값을 수

정한다.

Ts 0.5 α  ⋅=

T
ν

0.65 α⋅=⎩
⎨
⎧

Fig. 4. Image conversion from RGB model to HSV

model. Fig. 5. Gray scale image created using HSV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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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 수식에서 Tb는 고정된 값이며 제안하는 시스템에

서는 Tb = 75을 사용하였다. 

이진화 결과 영상은 Fig. 8과 같이 관심대상 영역은

흰색으로, 배경 영역은 검정색으로 나타난다.

2.3.3 잡음 제거(Morphology)

Morphology 연산은 영상에서 잡음을 제거하거나, 객

체의 모양을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연산의 종류와

필터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침식

연산은 작은 덩어리의 객체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팽창 연산은 객체 내부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사라지

게 할 수 있다. 

이전 과정의 이진 영상을 살펴보면 잡음이 많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진 영상에 침식 연산을, 침식 연산을 수행하면서 줄

어든 관심 대상 영역의 크기를 복구하기 위하여 팽창

연산을 차례로 수행한다. 이 과정을 거쳐 보다 명확한

신호등 후보(원) 설정이 가능하다.

2.4. 레이블링(Labeling)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에서 흰색으로 나타나는 인

접 픽셀들을 Fig. 11과 같이 붉은색 직사각형으로 그룹

화 한다. 레이블링을 통해 그룹화된 영역(레이블)은 각

각의 신호등 후보가 된다. 

그 후 각각의 레이블의 좌표, 높이, 너비를 조사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레이블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구한다. 반지름은 레이블의 높이와 너비 중 큰 값의 절

반으로 결정한다. 신호등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아닌 원

형이므로 앞서 구한 반지름을 이용하여 원형 신호등

후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한다. 

R x y,( )
    0  Q x y,( )  Tb<,

255  Q x y,( )  Tb≥,⎩
⎨
⎧

=

Fig. 6. Binary image.

Fig. 7. Examples of erosion operation (top) and dilation

operation (bottom).

Fig. 8. Image generated by morphology operation.

Fig. 9. Rectangular label and target circular area.

Fig. 10. Examples of the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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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호등 탐색

2.5.1 신호등 후보 추리기

이전 단계를 거친 후 영상의 특성에 따라서 레이블

이 매우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

처하기 위하여 신호등 탐색에 들어가기에 앞서 레이블

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호등이 아닌 레이블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 뒤 남은 레이블 중에서 최종 신호

등을 탐색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신호

등 후보 영역을 추려내었다.

1) 레이블의 높이와 너비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 신

호등이 아니다.

2)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나는 신호등의 정면이 레

이블링 되었을 때, 레이블의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깝다.

레이블의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정사각형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신호등이 아니다.

3) 블랙박스 영상에서 신호등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기가 크게 높은 위치에 나타나고 거리가 멀수록 크

기가 작게 낮은 위치에 나타난다. 레이블의 높이에 따

른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호등이 아니다.

4) 신호등이 ROI의 경계에 위치하면 신호등의 일부

가 잘릴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레이블이 실제 신호등

이라 하더라도 제외한다.

레이블을 이용한 후보 영역 추리기가 끝나면 이전

단계에서 구한 원형 신호등 영역 내부에 이진영상의

흰 픽셀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Fig.

12와 같이 레이블의 크기가 같아도 원형 신호등 후보

영역 내부에 픽셀 수가 적은 경우 신호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2.5.2 최종 신호등 탐색

신호등은 항상 검정색 배면판 앞쪽에 위치하며, 영

상에서 배면판의 명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진다.

검출된 신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호등 후보 영

역의 반지름 2/3을 너비로 하여 각 후보 영역에서 오른

쪽 한 칸, 왼쪽 두 칸의 명도 값을 탐색한다. 

빨강 신호의 경우 오른쪽 한 칸은 반드시 신호등이

꺼져 있고, 초록 신호의 경우 왼쪽 두 칸 중 첫 번째

칸의 신호등이 꺼져 있다. 

그 후 신호등 후보에서 제외되지 않은 영역들을 탐색

하여 각 영역의 평균 색상을 구한다. 신호등 후보 영역의

평균 색상이 각 신호등의 색상 범위에 포함되고, Fig. 12,

Fig. 13과 같이 배면판의 명도 또한 정해진 명도 범위에

포함될 때 이 후보 영역을 실제 신호등으로 인식한다.

3. 실험 결과

실험은 Full HD 동영상 20개를 대상으로, 빨강 신호

와 초록 신호 탐색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동영상의 평

균 프레임 수는 약 1200개였고 이 중 절반의 프레임은

신호등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되었다. 약 14,000개 프레

임에 대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한 결과는

Table 1와 같다

신호등 색상에 따른 인식률과 정확도는 식(3.1)을 통

Fig. 11. Examples of excluded label(left) and not (right).

Fig. 12. Location of checking area for green traffic light.

Fig. 13. Location of checking area for red traffic light.

Table 1. 인식률과 정확도

인식률(%) 정확도(%)

Green 68.60 100

Red 69.84 95.94

평균(%) 69.22 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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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인식률은 신호등이 나타

나는 프레임의 수와 그 중 제안하는 시스템이 신호등

을 인식한 프레임 수와의 비율을 나타내며, 정확도는

제안하는 시스템이 신호등을 인식한 프레임 수와 그

중 신호등과 색상을 정확하게 인식한 프레임 수의 비

율을 나타낸다.

인식률은 두 색상 신호등 모두 약 70%의 성능을 보

였다. 또, 인식된 신호의 정확도는 각각 100%, 약 95%

로 평균 정확도는 약 97%로 나타났다. 초록 신호의 경

우 색상을 잘못 인식하거나 신호가 아닌 것을 인식하

는 경우는 없었다. 빨강 신호의 정확도는 초록 신호와

큰 차이는 없으나 약 4%의 확률로 신호등이 아닌 부

분을 신호등으로 오인식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호등 영상의 몇 가지 특성을 이용

하여 주행 중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인식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입력된 영상에서 신

호등이 위치할 확률이 높은 영역을 추출한 후, 신호등

후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수행 시간을

줄여 실시간으로 교통 신호를 인식하는 데에 큰 어려

움이 없게 하였다. 또한, 신호등 인식률과 인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RGB 모델 대신 HSV 모델을

사용, 신호등의 색상 범위와 배면판의 명도를 이용하였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신호등 영상의 특성을 이용하

는 것이 신호등 인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실시간 교통 신호등 인식, 지능형

교통 신호등, 음성안내 장애인 자동 보행시스템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시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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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률(%) =
인식 프레임 수

×100
총 프레임 수

정확도(%) =
정확하게 인식한 프레임 수

×100 (3.1)
인식 프레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