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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호등 검출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며 최근 신호등 검출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의 신호등검출 알고리듬의 문제점은 조명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호등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먼저 제안하는 색상지도와 
HSV(Hue-Saturation-Value)를 이용하여 신호등의 후보를 검출한다. 검출한 신호등의 후보로부터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서술자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선형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신호등을 검출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차량의 전방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기술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및 첨단 운전자보조지원 시스템(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첨단 운전자보조지원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차선인식,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인식과 
같은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호등은 교통의 흐름을 제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도로안전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이 51.2%로 조사되었다 [1]. 이러한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호등 검출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신호등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신호등은 
멀리 있는 운전자에게도 신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가시성이 좋고 고정된 색상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연구는 
신호등의 색상 및 밝기가 두드리지는 특징을 이용하여 
신호등을 검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검출 방법은 
외부배경잡음에 취약하여 신호등 검출 시 성능 열화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돌출맵 
[2] 기반의 색상지도와 HSV(Hue-Saturation-Value)를 
이용하여 신호등의 후보영역과 신호등의 색상을 검출한다. 
검출된 후보영역 영상으로부터 노이즈필터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후보영역을 제거한다. 불필요한 후보영역이 제거된 
영상으로부터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서술자를 이용하여 신호등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미리 훈련된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신호등을 검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제안하는 
신호등 검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신호등 검출 
신호등은 가시성이 좋고 고정된 색상과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의 후보영역을 검출할 때는 
색상공간을 사용한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공간은 RGB 와 HSV 
색상공간이다. 색상공간을 이용하여 신호등을 검출할 때는 
신호등의 색을 검출할 수 있는 적절한 임계값을 적용하여 
임계값에 만족하는 색상영역을 검출한다. 하지만 단순히 
색상공간을 이용하여 신호등의 후보영역을 검출하게 되면 
외부조명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가시성이 뛰어난 영역을 색상지도를 통하여 먼저 
검출한 다음 HSV 색상공간을 이용하여 신호등의 후보영역 및 
색상을 검출한다. 색상지도는 입력영상으로부터 표준편차가 
서로 다른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2 개 영상의 차이로 
가시성이 뛰어난 영역을 검출한다. 그 후, 색상지도의 
결과영상으로부터 HSV 색상공간으로 변환하여 신호등의 
후보영역 및 색상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HSV 
색상공간에서 hue 와 saturation 을 이용하여 신호등의 색상 및 
후보영역을 검출하였으며 신호등의 적색과 녹색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후보영역 및 색상을 
검출한다. 임계값은 그림 1, 2 의 신호등의 적색과 녹색의 
hue 와 saturation 의 산점도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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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ue           (b) saturation 

그림 1. 녹색 신호등의 hue 와 saturation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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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ue           (b) saturation 

그림 2. 적색 신호등의 hue 와 saturation 산점도 

 

색상지도와 HSV 를 이용하여 얻은 후보영역으로부터 
노이즈필터를 이용하여 신호등이 아닌 영역을 제거한다. 
색상지도와 HSV 를 이용하여 검출한 후보영역은 그림 3-(b), 
(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호등과 함께 많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다. 검출된 노이즈는 주로 신호등과 동일한 색상의 
후미등이나 배경잡음에 의한 노이즈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를 줄이고자 본 논문에서는 신호등의 평균적인 크기와 
비율을 이용하여 노이즈필터를 적용한다. 노이즈필터는 다음의 
두 식(1), (2)를 이용하여 노이즈 필터를 적용한다. 

 

1 2th O th£ £  (1) 

max( , )
min( , )

width heightAR
width height

=  (2) 

 

O 는 후보영역이고 1th 과 2th 는 신호등의 최소 및 최대 

크기이다. AR 은 후보영역의 종횡비이고 width 와 height 은 

후보영역의 폭과 높이이다. 그림 3-(d)는 후보영역이 검출된 
영상으로부터 노이즈필터를 적용한 결과영상이다. 

노이즈필터를 적용하여 얻은 신호등의 후보영역으로부터 
HOG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후보영역을 (32,64)의 
크기로 정규화한다. HOG 서술자의 윈도우 사이즈는 영상과 
동일하게 (32,64)로 설정하고 셀의 크기는 (4,4)로 설정한다. 
그 후 각각의 후보영역으로부터 HOG 특징을 추출하고 선형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신호등을 검출한다. 
검출한 신호등의 최종 결과 영상은 그림 4 와 같다. 

 

3.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A(Laboratory for Intelligent & Safe Automobiles)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영상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을 
검증한다. 성능 평가는 식 (3), (4)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a)   (b) 

 

(c)   (d) 

그림 3. 신호등 후보영역 검출 

(a) 입력영상 (b) 색상지도 결과영상 (c) 색상지도 
영상으로부터 HSV 적용 결과영상 (d) HSV 적용 

결과영상으로부터 노이즈필터 적용 결과영상 

 

그림 4. 신호등 검출 결과영상 

 

측정하였다. 

 

( )
( ) ( )

TruePositive TPPrecision
TruePositive TP falsePositive FP

=
+

 (3) 

( )
( ) ( )
TruePositive TPRecall

TruePositive TP FlaseNegative FN
=

+
 (4) 

 

식 (3), (4)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 평가는 
표 1 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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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 

TP FP FN Precision Recall 
Computation 

time 

870 57 23 93.8% 97.4% 70ms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높은 
검출율과 낮은 오검출율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기반의 신호등 검출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먼저 입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제안하는 색상지도와 
HSV 를 이용하여 신호등의 후보 및 색상정보를 검출한다. 
후보영역이 검출된 영상으로부터 노이즈필터를 이용하여 
신호등이 아닌 영역을 제거한다. 신호등이 아닌 영역을 제거한 
영상으로부터 HOG 서술자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 한 뒤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신호등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검증된 데이터셋에 
적용함으로써 실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높은 검출율과 낮은 
오검출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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