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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차량 내 운전자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활발히 개발 중이고 향후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와 스마트 자동차에서영상정보를이용한 물체추적과분석은매우 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영상에

서얻을 수있는정보중현재 도로의이정표 정보는중요한 분석정보로 사용된다. 하지만 국내도로표지판 검출연구의 경우

유럽과북미와 비교하여 연구 개발이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 도로 이정표에서영문자뿐만 아니라한글문자

정보까지포함하고있어검출이쉽지않다. 또한 비교적밝고잡음이적은검출하기좋은환경에서는검출이잘되지만명암이

뚜렷하지 않고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도로 이정표 문자 검출이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LAHE(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영상이 어둡고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국내 도로 이정표의 문자 정보를

얻는다. 실험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문자 영역 검출 성능이 향상되었다.

1. 서론

현재 신산업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스마트카는

화두가 되고 있다. 스마트카란 운전자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

스 중심형의 커넥티드카와 운전자의 안전성과 주행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 중심형의 자율주행자동차가 합쳐진 개념이다. 이 중 사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

경을인지, 위험을 판단, 주행경로를제어하여운전자주행조작을최소

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 자동차를 지향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외 자동차업계와 연구소에서는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

행을할 수있도록 연구가활발히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자동차의눈

이라 할 수있는 카메라 영상 처리분야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알려지고 있다 [1].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상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많다.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크게 도로 위의 차

량 상태 정보, 보행자 정보, 표지판 정보 등이 있다. 이 중 차선이탈방

지시스템과같은 차량상태 정보와 보행자감시시스템과 같은보행자

정보 등은 일찍이 필요성에 의해 개발이 많이 되었고 현재 상용화된

기술도 여럿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위의 표지판 정보를 읽는 기

술은 다른 기술들에 비해 기술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표지판의다양성과환경에영향을많이받는특징이있다. 따라

서 도로 위 표지판의 경우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도로이정

표 검출의 경우 문자 영역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논문은영상의 밝기분포에변화를 주어영상의화질을

향상시킨 기존의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개선한 방법인 CLAHE

(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와 객체 추출에

주로 사용되는 MSER(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을 적용하

여밝기에강인한도로이정표문자영역검출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2. 관련이론

1) CLAHE 알고리즘

Zuierveld [2]가 제안한 대비 제한 적응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

은 고정 크기를 갖는 블록 단위로 발생 빈도에 대해 상한을 설정함으

로써 히스토그램의 과도한 평활화를 피할 수 있고 화질도 개선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CLAHE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개변수로는 크게 두

가지가존재한다. 블록단위의처리를위한블록크기와블록으로분할

한 후클리핑(Clipping)이란 매개변수가 있다. 이들 매개변수들을통해

히스토그램평활화성능을결정한다. 허나이두개의매개변수를결정

하는 구체적인 알고리듬은 Zuierveld의 방법에서는 제안되지 않았으

며, 대부분 실험적으로 구한 값들을 사용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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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알고리즘 블록 다이어그램

(a) (b)

(c) (d)

그림 2. CLAHE 적용한 MSER 문자 영역 검출

(a)입력영상 (b)회색 영상(gray Image)

(c)CLAHE 영상 (d)MSER 검출 영상

2) MSER 알고리즘

MSER 알고리즘은 Matas [4]가 이미지로부터 관심 영역을 추출하

기위해 제안한 방법이다. MSER 방법은 주변에 비해 밝거나 어두운

영역중 문턱치 변화에 안정적인 것들을 찾는다.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밝기가 일정하고 배경과의차이가 분명하다. 이러한 특성을이용해 배

경에서 문자를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5].

3. 제안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로이정표 검출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보여준다. 기존의 회색 영상(Gray Image)을 이용하여 MSER

방법을 진행한 것과 달리 Pre-processing으로 CLAHE를 적용한 후

MSER을 진행했다. 도로이정표의 문자를 검출하는 본 알고리즘은 먼

저 입력 영상을 받아 CLAHE를 적용한 영상은 MSER 알고리즘을 적

용했고 회색 영상은 이진화(Binarization) 적용 후 캐니 에지(Canny

Edge)를 적용하였다.

1) CLAHE 적용 후 MSER 추출

기존방법은문자 검출의 전처리 단계로 히스토그램평활화를 진

행한다.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목적은 입력 영상의 Gray level이 한쪽

으로 치우치는 경우, 모여 있는 부분을 넓은 영역에 걸쳐 밝기 분포로

넓혀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상의 밝기에 대한 대비 효과를 준다.

하지만 이과정에서지나친 대비는 도로이정표의 문자검출성능을 저

하 시킬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비 제한을 적용한 히스토그램 평활

화를 진행하여 문자 추출을 실시하였다.

(a) (b)

(c) (d)

그림 3. MSER 병합 영상

(a)MSER 추출 영상 (b)캐니 에지 영상

(c)에지 영상과 grayscale 기반 MSER 영상 병합 결과

(d)에지 영상과 CLAHE 기반 MSER 영상 병합 결과

그림 2의 (a)와 같이 비교적 밝기 대비가 적고 영상 품질이 좋은

입력 영상의결과는 기존의회색 영상을이용하여 MSER 문자추출을

한 것과 대비 제한 적응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한 후 문자 추출을

한 것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림 3과 같이 영상의 대비가 심

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비교적 영상 품질이 좋지 않은 영상에서는

CLAHE를 적용한 방법으로 한 결과가 문자 추출이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병합 영상의 Stroke Width Transform 및 판단

MSER 문자추출한영상과에지 검출한영상을병합하여문자라

고 생각되는부분만남기고나머지는제거한다. 그 후 선폭 변환(SWT

- Stroke Width Transform)을 실시하여 문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변환하여 최종 문자 검출을 실시한다 [6]. SWT의 경우 문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폭이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폭만큼 픽셀

값으로채우는변환과정을 실시한다. SWT를하기위해서는먼저검

출하고자하는문자의경계, 즉에지가필요하므로에지영상과MSER

영상의 병합 결과를 사용한다. 그 후 문자에 해당되는 에지의 각 픽셀

마다 식 (1)을 통해 일차 편미분 값을 구성하는 벡터를 구한다. 이를

통해 문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식 (1)의 값이 크게 나온다.

∇  






  (1)

이와같이 구한값을 적용하여 그레디언트 방향을구하고먼저 문자의

내부 에지에서 선을 긋는다. 그 후 그레디언트 방향에서 만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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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외부 에지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선을 긋고 각 픽셀의 벡터

값이서로 반대로가리키고그차이의 결과값이식 (2)의 계산값보다

작으면 해당 픽셀은 문자라고 인식하였다. 식 (2)의 는 (a) 픽셀의

그레디언트 방향이고 는 (b) 픽셀의 그레디언트 방향을 의미한다.

≤ ± (2)

그림 4와 같이 검출된 문자 영역의 내부 에지에서 그레디언트 방

향으로 선을 그어 문자 영역의 외부 에지의 그레디언트 방향과 서로

반대를이루고 그차이가식 (2)의 차이값보다 작은영역을찾아선폭

사이를 픽셀로 채웠다. 이러한 방법을적용하여 앞에서추출한 특징들

을 적용하여 문자 영역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4. Stroke Width 변환 과정

(a)문자 내부 에지 그레디언트 방향

(b)문자 외부 에지 그레디언트 영상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국내 도로

이정표 샘플 데이터셋을 직접 수집하여성능 실험에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은일몰후영상을중점적으로수집하였다. 그 이유는기존알

고리즘에서 검출이 잘 되지 않는 영상의 밝기 대비가 강하고 흐릿한

경우 성능이좋지않는 것을보완하기위해 제안된알고리즘이여서 특

정상황에얼마큼강인한 효과를주는지확인하기위해 직접수집하였

다. 본 영상의 성능 평가는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 동일한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문자로 검출된 영역을 PASCAL

측정법이라 하는 식 (3)에 대입하여 검출 유무를 판단하였다. 해당 식

에서 는검출되는부분의 영역이고 는 실제 검출해야 되는

대상의 영역이다.

≡∪

∩
  (3)

총 100 개의 입력 영상을 사용하여 전체 검출율을 측정했고 해당

결과는 위의 표 1과 같다.

표 1. CLAHE 적용·미적용 알고리즘 검출율 비교

검출 미검출 오검출 검출율

CLAHE 미적용 57 43 5 52%

CLAHE 적용 91 9 13 78%

CLAHE를 미적용한 알고리즘의 경우 검출 자체가 적게 되었다.

하지만 CLAHE를 적용한 제안 알고리즘의 결과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이정표의 문자를 거의 검출

하였다. 하지만상대적으로오검출의경우가 CLAHE를 적용한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CLAHE의 특성상 영상 화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영상의 clip limit과블록크기가있다. 해당매개변수들

은 사용자가 시행착오학습법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영상에 최적화된

변수 값을 제공하지 못해 오검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

5. 결론

도로이정표에서 과도한 대비 현상이 생겨 검출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 기존의방법으로는 제약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본논문에

서제안하는알고리즘의경우, 영상 화질이깨끗한경우뿐만아니라대

비 효과로 인해 영상 전체 화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서도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도로이정표를 검출하는 알고

리즘에서 본 논문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야간 영상에서도 강

인한 알고리즘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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