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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교통표지 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한 연구로 기존의 교통표지  인식시스템에서

는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잡음환경에서 인식률이 하되며 변경된 교통표지 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컬러정보를 이용하여 교통표

지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다층퍼셉트론 신경망 알고리즘을 용하여 교통표

지  인식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교통표지 의 컬러를 분석하여 상에서 교통표지  역

을 추출한다. 역을 추출하는 방법은 RGB 컬러 공간으로부터 YUV, YIQ, CMYK 컬러 공간이 가지

는 특성을 이용한다. 형태처리는 교통표지 의 기하학  특성을 이용하여 군집화한다. 교통표지  인

식은 학습이 가능한 다층퍼셉트론의 오류역 알고리즘을 용하여 인식한다. 다층퍼셉트론 신경망 

알고리즘은 패턴인식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이 입증 되었다.

1. 서론

   교통표지 의 자동 인식 기법은 교통표지 을 인식하

여 음성 신호나 경보 신호 등으로 운 자에게 알려 으로

써 사고 험을 이고 차량의 자동주행시스템(automatic 

Driving System)에 응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

다. 

  교통표지 의 자동 인식에 한 연구는 교통표지  상

황을 인식하여 운 자에게 인지시켜 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주행시스템을 실 할 수 있다. 

  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길안내시스템

(Navigation System)은 단지 목 지까지 안내만하고 도로

의 상황을 인지할 수 없어 공사 인 도로나 폐쇄된 도로

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을 목시키면 도로 상황을 단하여 안내를 해주는 업그

이드된 길안내시스템이 될 것이다.

교통표지 은 도로안 시설  없어서는 안 될 요한 부

분으로 기호, 문자,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구조의 

보 과 안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여 운 자에게 

목 지까지의 방향, 거리, 등의 지   경로 안내를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자동주행시스템에서 교

통표지 의 인식은 필수 으로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통표지 의 컬러정보의 특성을 기

반으로 표지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이미지에서 학습

이 가능한 다층퍼셉트론의 역  학습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교통표지 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교통표지  구성

  교통표지 은 각 나라별로 통일된 규격은 아니지만 형

태나 색상, 크기, 기호 등이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교통표

지 의 구조는 기능면에서 주의표지 , 규제표지 , 지시

표지 , 보조표지 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주의표지

은 41종, 규제표지 은 32종, 지시표지 은 30종, 보조표

지 은 26종으로 총 129종으로 되어 있다.

2.2 컬러 상처리

  상처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컬러공간은 컬러들과 다른 

컬러들과의 계를 표 하는 방법이고 상처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컬러 공간을 사용한다. 일반 으로 사

진이나, 그림을 출력할 경우에는 CMY(Cyan, Magenta, 

Yellow)컬러 공간을 사용하고 컴퓨터의 모니터나 컴퓨터 

그래픽카드들은 RGB컬러공간을, 컬러TV에서는 YUV컬러

공간과 YIQ컬러공간을 사용하며 인간의 시각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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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intensity)를 사용하

는 HSI 컬러공간과 Hue, Saturation, Value를 사용하는 

HSV컬러공간, JPEG압축용으로  YCbCr컬러공간도 사용한

다.[1][2][3] 사람의 컬러 상정보를 인지하는 능력은 세 

가지 요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그런 이유로 컬

러공간의 구성은 세 개의 숫자를 기반으로 하며 이들 숫

자를 삼  자극(Tri-stimulus)값이라고 한다. 

2.3 형태처리(morphology)

  모폴로지(morphology)는 어떤 상의 형태 인 면을 사

용한다. 모폴로지 알고리즘으로는 침식 연산, 팽창 연산, 

열림 연산, 닫힘 연산으로 분류되고, 각 연산은 독립 으

로 사용되지만 일반 으로 원하는 결과 상을 얻기 해 

몇 개의 연산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계, 골격 볼록면의 경계(convex hull)와 같은 역의 

형태를 표 하거나 서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상 요소

들을 추출하기 한 도구로 수학  형태론의 개념이 사용

된다.

수학  형태론의 언어는 집합론으로 여러 가지 상처

리 문제에 해 집약 이고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며, 집합

들은 상 내에 있는 물체의 형태들을 표 한다. 를 들

면, 이진 상에 있어서 문제의 집합들은 이차원 공간의 

구성요소이며, 집합의 각 요소는 상의 검정색 픽셀의 좌

표 (x,y)를 가지는 2개의 요소(2차원 벡터)로 되어 있다. 

흑백 디지털 상은 이들의 요소가 삼차원 공간에 있는 

집합들로 표 될 경우, 집합에서 각 요소의 두 인자는 픽

셀의 좌표를 나타내고, 세 번째 인자는 이산  밝기값에 

해당한다. 이보다 높은 차원 공간에서의 집합은 색이나 시

간에 따라 변하는 부분과 같은  다른 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2.4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다층퍼셉트론은 입력층(input layer)와 ,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지고 있으며, 각층은 다수의 뉴런으로 이루어

져 있다. 특정 층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뉴런은 바로 윗층

의 모든 뉴런과 연결되어(fully-connected)있으면, 뉴런들 

사이의 연결링크는 각각의 가 치를 갖는다. 그러나 다층 

퍼셉트론은 각층내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과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의 직 인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 방향

(feedforward) 신경망이다. 부분의 다층 퍼셉트론의 학

습은 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알

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에 해 원하는 출력결과를 학습시

키고자 할 때 사용하며, 출력층의 각 뉴런에서 발생되는 

출력오차를 각 층의 역으로 시켜 나가면서 연결링크

의 가 치 수정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시킨다.[4]

 알고리즘의 반복단계 n에서(즉, n번째의 학습패턴을 입력

신호로 사용하는 단계) 뉴런 j의 출력오차 e j ( n )
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e j ( n ) = d j ( n ) - o j ( n )  

여기서 d j ( n ) , o j ( n )는 각각 n번째 학습패턴이 주

어졌을 때 출력뉴런 j에 해 원하는 출력결과(target or 

desired value)와 실제 신경망의 계산에 의한 출력결과

(output)를 의미한다.

 

3.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은 여러 

가지 도로 시설물  교통표지 이 포함된 상에서 교통

표지 의 치를 구하여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이미지

를 인식하여 교통표지 의 종류를 별하는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의 처리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교통표지  추출과 교통표지  인식의 2단계로 

나  수 있다. 

(그림 1) 교통표지  인식시스템

  제 1단계 교통표지  이미지 추출 단계로 도로상에 있

는 교통표지 을 디지털카메라로 촬 하고, 촬 된 상을 

입력 한다. 입력된 상에는 교통표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의 이미지인 잡 이 존재한다. 이진 상을 생성

하기 한 단계로 입력된 상을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실행하고, 컬러를 검색한다. 교통표지 은 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의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4

가지로 구성된 컬러를 검색하여, 색과 검정색은 검정색

으로 변환하고, 노란색(YELLOW)은 흰색(WHITE)으로 

변환한다. 색을 검정색으로의 변환은 YIQ컬러의 I 값을 

이용하고, 노란색을 흰색으로의 변환은 YUV컬러의 V 값

을 이용하여 변환한다. 교통표지 의 내부 기호가 시각

으로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정에 가까운 색으

로 RGB 값이 0가 되는 검정색으로 변환하기 해 

CMYK 컬러의 C 값을 이용하여 변환한다. 변환된 이미지

에서 RGB 값이 0 이외의 값은 모두 흰색으로 변환하고 0

의 값은 검정색으로 변환하면 빠른 처리 속도로 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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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환 된다. 변환된 이진 상을 군집화과정을 거쳐 교

통표지  역으로 추출한다. 군집화 과정은 상의 연결

성분을 찾기 한 방법으로 스택을 이용한 라벨링 알고리

즘을 사용하 다.[7] 교통표지 을 추출하는 크기는 5:5의 

비율을 갖는다. 치정보를 이용해 크기를 5:5 비율로 형

태정규화하여 교통표지 을 추출하 다. 교통표지 이 추

출되면 2단계로 교통표지  인식을 해 신경망 이론인 

다  퍼셉트론의 오류역  학습알고리즘 신경망을 이용

하여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토 로 교통표지 을 인식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 용한 학습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은닉층을 가지는 3층 구조로 구성하 다. 이

미지입력은 입력층으로서 학습을 한 데이터를 입하는 

부분으로, 본 논문에서는 교통표지 의 학습과 식별을 

해 주의표지  5종와 규제표지  5종, 총 10종의 교통표지

을 학습알고리즘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고, 입력층 노드 

수를 256으로 설정하 다.  출력층의 노드 수는 기 학습

에서 출력층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 주고 학습을 통하여 

각 층별로 가 치를 얻어낼 수 있게 학습을 수행하고, 10

종의 교통표지 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력 노드수를 10으

로 설정하 다. 은닉층은 은닉층의 개수에 의하여 인식률

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은

닉층의 노드수를 50으로 설정하 다.  기 연결 가 치는 

1보다 작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의 랜덤한 수로 정해지

고, 역치는 0.1, 학습률은 0.1로 설정 하 다. 같은 방법으

로 교통표지  10종 외 119종의 표지 은 약간의 학습과

정을 통해 교통표지 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교통표지 의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교통표

지 을 인식하여 어떤 종류의 표지 인지 별하는 시스

템으로 운 자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텔 메틱스 등에서 

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림 2) 오류역  학습알고리즘

4. 실험  결과

  제안한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의 효율 인 구축을 

해 입력 상은 도로 상에 있는 교통표지   주의표지

을 디지털카메라로 촬 하여 Adobe Photo Shop 6.0에서  

비트맵(BMP) 상으로 변환하여 입력 상으로 사용하

다.

  본 실험은 입력된 상의 이미지 읽기를 수행한다. 이미지

를 읽어 들이면 처리 과정으로 교통표지  이미지의 상 

밝기 구성이나, 명암 비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된 정보

를 이용하여 상의 화질 개선을 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평활화 과정이 끝나면 컬러를 검색하여 주의표지

의 컬러 특성에 의해 노란색을 흰색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

행한다. 노란색을 흰색으로의 변환은 YUV 상으로 변환한 

후에 이루어진다. 다음 단계는 빨간색을 검정색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교통표지 의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변환한다. 이 단

계는 YIQ 상으로 변환 후에 이루어진다.  검정색을 검정색

으로 변환은 CMYK 상으로 변환한 후에 C(Cyan)의 값을 

이용하여 변환하 다. 이진화 단계는 이미지 추출의 정 성과 

신속성을 해서 1 bit 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교통표지

 추출과 인식을 하는 단계는 이진화된 상에서 교통표지

 역의 치와 크기를 추출하고, 교통표지 을 type 0부터 

type 9까지 10종류의 type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

을 일 으로 배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3

은 실험에 사용한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으로 교통표지  

추출 역과 치, 크기, 종류의 정보를 우측 창에 표시하

다. 

(그림 3)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그림 4) 실험결과1 : 표지 이 겹쳐있는 상

       

(그림 5) 실험결과2 : 잡 이 많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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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결과3 : 표지 이 2개인 상

         

(그림 7) 실험결과4 : 어두운 상

     

(그림 8) 실험결과5 : 1181☓785 픽셀인 상

 실험결과에 따르면, (그림 4) 실험결과 1은 교통표지 이 겹

쳐있으나 형태가 완 하지 않은 표지 은 추출과 인식을 하

지 않고 완 한 형태를 갖는 교통표지 만 추출하여 인식한 

결과가 나왔다. (그림 5) 실험결과 2는 잡 이 많은 상에서  

인식한 결과이다. (그림 6) 실험결과 3은 교통표지 이 2개인 

상에서 인식한 것이다. (그림 7) 실험결과 4는 역  는 

어두운 상에서 교통표지 을 인식한 것이다. (그림 8) 실험

결과 5는 2개의 교통표지 이 있고 상의 크기가 큰 입력 

상에서 인식한 상이다. 실험결과 1부터 실험결과 4까지는 

600×600  픽셀 이하의 크기로 1  이내의 빠른 처리 속도를 

보 으며, 실험결과 5는 상의 크기가 1181×785 픽셀의 상

으로 약 2.5 가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상을 

인식하는 결과를 보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교통표지  인식을 하여 근하는 방법은 

인간의 시각의 기본 인 요소인 컬러정보를 이용하여 교통표

지  역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입력된 교통표지  상에서 

교통표지 을 추출하기 한 컬러 분석은 교통표지 이 가지

고 있는 컬러의 특성을 이용하 다. 교통표지 의 컬러 구성

은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의 4가지 컬러로 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해 컬러를 검색하여 노란색은 흰색으로, 빨간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RGB 값이 0 인 검정색으로 변환하

다. 이진 상을 생성하기 해서  픽셀의 RGB 값이 0 이외의 

값을 가진 픽셀은 모두 흰색으로 변환하면 잡 이 제거된 이

진 상이 생성되며 소요시간도 단축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교통표지  인식시

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 다. 이와 련된 부분의 연구에서

는 처리속도가 10  이상 소요되고, 입력 상으로 일정한 크

기의 형태정규화를 수행해야만하고 교통표지  역만을 추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련된 연구에 비해 향상된 

연구결과는 처리 과정의 하나인 이진 상 생성이 간소화되

어, 처리속도가 1  이내로 향상된 것이다. 한 입력 상의 

크기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형태정규화를 하지 않고 교통표

지 을 추출하고 인식하 다. 다양한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잡음 상의 제거에 뛰어난 성능을 보 다. 어두운 상에서

도 교통표지  추출과 인식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데이터로 10개의 교통표지  상만을 

사용하 으나, 인식률 향상을 하여 보조표지 과 본 연구에

서 사용한 10종을 제외한 114종의 교통표지  상과 학습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로 교통표지  인식시스템의 실용화를 하여 자

동차가 도로 주행  비디오카메라로 촬 된 동 상에서 교

통표지 이 포함된 임을 추 하여 임을 추출하는 과

정이 요구된다. 한 잡 에 보다 향을 받지 않는 향상된 

시스템을 해서 계속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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