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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고령 운 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 운 자의 교통사고 부분이 차량 운 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부주의들에는 노화에 따른 느린 몸의 움직임으로 차량 조작 미숙, 노안으로 인한 좁은 시야로 

낮은 시각정보 검색 문제 그리고 낮은 비감도로 인한 물체 식별 문제 등으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운 자의 안  

운  지원을 해 도로 상에서 시각  주의를 가져야 하는 심물체 역들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상으로부터 선택  시각 주의를 갖는 심물체후보 역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기 해 칼라, 기울기, 

그리고 밝기 특징정보들의 비 변화 정도를 3차원으로 표 한 함 맵(Saliency map)을 생성하고, 동시에 입력 상으로부

터 물체들의 경계선 획득을 해 mean-shift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을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된 역에 속한 함 픽셀

의 유무에 따른 선택  시각 주의 역을 검출한다. 제안한 방법을 다양한 실외 환경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도로 상의 다양한 

물체에 빠른 검출율과 함께 비교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강임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entered into an aging socity as the number of elderly drivers is increasing. Traffic accidents of elderly drivers 

are caused by driver inattentions such as poor vehicle control due to aging, visual information retrieval problems caused 

by presbyopia, and objects identifying problems caused by low contrast sensitivity. In this paper, detection method of ROIs 

on the road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creates the saliency map to detect the candidate ROIs from the input 

image. And, the input image is segmented to obtain the ROIs boundary. Finally, selective visual attention regions are 

detect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egmented region with saliency pixels. Experimental results from a 

variety of outdoor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proposed method presented a fast object detection and a high detection 

rate.

Keywords : Saliency models, ADAS, Mean-shift algorithm, ROI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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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자동차가 

더 이상 탈것이 아닌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인간의 생활에 더욱더 

해 지고 있으며 운 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욱더 자동차의 안 성과 성공 인 운행이 강조되고 있

다. 특히 고령 운 자들의 주요 교통사고 발생원인 

에는 노화에 의한 좁은 시야각과 낮은 시각 처리, 그리

고 낮은 비감도에 의한 물체 인식  식별 오류에 의

해 발생한다. 결국 자동차 운 은 시각 반응을 통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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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부분으로서 시각  민감도가 하된 고령 운

자들의 경우는 많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크게 노출되

어 있다. 특히 운  에 오류들의 표 인 는 시각

 주의를 갖는 물체들인 교통 신호등, 표지 , 차량, 보

행자들의 단  인식 오류 등이 해당된다. 즉, 나이가 

들면서 생체 으로 인지 능력, 시력, 그리고 신체  능

력 등이 하되게 된다. 노화에 따른 기능  손상은 운

 자체를 방해할 수 있으며 도로 환경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데 어려움을 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하기 해 많은 연구자들은 자동

차에 최신 IT 기술을 목하여 운 자에게 편안함과 안

락함, 게다가 안  운 을 제공하기 한 지능형 자동

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 자동차 연구의 

컴퓨터 비젼 기술을 목한 운 자 지원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연구가 

근래에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4, 10]

. 고령 운 자

에게 안  운  지원을 한 가장 필요한 것은 운  

에 도로상에 존재하는 시각  주의를 갖는 심물체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도로 상에서 심 역만을 선택 으로 빠르게 집

하여 분석하기 해서는 심물체에 한 사  지식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생성하고 입력된 시각 정보들 에

서 이 모델과 유사한 심 역들 검출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심 있는 역에 한 사  

정의가 실 으로 쉽지 않고 입력 시각 정보 체를 

처리하는데 있어 계산량 증가로 인해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경감하기 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상이 가진 시각 정보들을 다해상도 표 , 

통계학  선형 모델링, 그리고 상 필터링 등의 방법

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 방법들 역시 입력된 시각 정

보들 에서 심 객체가 가진 특징 정보들을 상 해

석과 선택  시각 주의 역을 검출하는데 동시에 용

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운 자가 도로상에서 운

  시각  주의를 가져야하는 심물체 역들을 자

동으로 선택하여 운 자에게 심물체의 존재 유무를 

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운  

 도로상에서 시각  주의를 가져야만 하는 심물체

들에는 교통 표지 , 신호등, 차선, 다른 차량, 장애물 

등이다. 특히 교통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 인

라들은 주  배경과 확연히 구분 짓을 수 있도록 정해

진 색상과 모양, 크기, 그리고 치에 설치되어 있는 특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

여 주  역과 색상, 밝기, 방향과 같은 시각  특성정

보의 비차이를 이용하여 하게 두드러지는 역들

을 상향식 함 모델을 통해 3차원 한 맵을 생성

한다. 한, 심물체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해 입력 

상에 mean-shift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을 분할한

다. 그리고 함을 가진 분할 역에 포함된 시각  

주의 역을 검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제안한 선택  시각 주의 

역 검출 모델의 개요와 처리 과정에 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며,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제안한 선택적 시각 주의 집중 모델

선택  시각 주의 집  모델은 입력 상에서 다양한 

특징정보들의 공간 인 비변화를 분석하여 하게 

변화가 발생한 역을 3차원 맵 형태로 표 하는 모델

이다. 제안한 연구에서 고령 운 자가 운   시각에 

의존하여 차량 운 을 행함에 있어 입력된 시각 정보에

서 배경과 같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운   

심을 가져야만 하는 물체 역들만을 활성화함으로써 

운   빠른 시각정보 달과 신속한 단을 할 수 있

도록 안 운 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다.

1. 제안 방법

제안한 연구는 고령 운 자의 안 운  지원을 해 

운   시각  주 를 가져야만 하는 심물체 역들

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각  주의 역 검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에서는 입력 상에서 색상, 밝

기, 칼라에지 그리고 방향 특징정보들의 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함 지도를 생성하고, 

심물체 역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해 mean-shi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을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된 

역들 에서 함 두드러진 시각  주의 역들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각  주의 역 검출 

모델은 그림 1(가)의 처리 흐름도와 같으며 첫 번째 단

계는 상분할 단계와 함 역검출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 시각  주의 역들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한 상분할과 입력 상 특징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함 맵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할된 

역에 그림 1(나)와 같이 함이 두드러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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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역들을 검출하는 처리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2. 영상 분할

본 단계는 입력 상에서 유사한 시각 정보들로 구성

된 역들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한 단계로써 

Mean-shift 알고리즘을 사용한 상을 분할하는 단계

이다. 일반 으로 상의 시각정보만을 이용하여 심

물체 역을 검출하는 과정은 심물체의 경계선을 구

분하기 힘든 경우가 부분이다. 한 상분할 역시 

심물체 역들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

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표지  혹

은 교통 신호등들은 운 자에게 시인성을 높이기 해

서 배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치와 색상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상분할 과정을 

거치면 심물체에 한 경계선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력된 도로 상에서 

칼라 정보를 효율 으로 반 한 상분할 방법이 필요

하다. 제안한 연구에서는 Mean-shift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 이 알고리즘은 상 내에 공간 인 색상의 분포

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상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Mean-shi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 분할을 용함

으로써 교통표지 과 같이 배경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

는 색상으로 표 된 역들은 좋은 분할 결과를 제시한

다. 하지만, 체 픽셀을 상으로 분할 과정을 수행함

으로써 처리시간이 소모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단 을 보완하고자 제안한 연구에서는 입력 상의 

칼라정보를 양자화하고 웨이블릿 기반의 1-level 다해

상도 변환된 상들에서 해상도 상에서 분할 과정

을 사용함으로써 처리시간이 소모를 인다[5～6]. 그리고 

일반 으로 자연 상의 경우 10-20개 정도의 색상이 

필요함
[7]
으로 제안한 연구에서 칼라양자화를 해서 최

소 변량 양자화(minimum variance quantization) 방법

을 용한 후 상분할 과정을 수행한다.

3. 현저한 맵 검출

본 단계는 입력 상으로부터 시각 특징정보를 이용

하여 함 맵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그림 2는 입력 

상으로부터 특정보들을 추출하고 특정 정보들마다 

요도 맵들을 생성한 후 요도 맵이 가진 특성을 바탕

으로 하나의 함 맵을 생성하는 그림이다. 320⨯240 
픽셀 크기의 입력 상으로부터 시각특징정보들을 추출

하여 각 시각정보들마다 3- 벨의 가우시안 피라미드

를 구축한다. 입력 상에서 추출한 시각특징정보들은 

색상, 밝기, 칼라에지, 그리고 방향 특징정보들이다. 입

력된 rgb 색상공간은 여러 색상공간에 겹쳐서 표 된 

색상공간이다. 따라서 순수한 색상을 확보하기 해 

색은 R=r-(g+b)/2, 녹색은 G=g-(r+b)/2. 푸른색은 

B=b-(r+g)/2, 그리고 노란색은 Y=(r+g)/2-|r-g|2-b의 

순수한 색상공간으로 표 하고 음수 색상값은 0으로 설

정한다. 이때 입력 상에 한 칼라 특징정보는 인간

의 시각 시스템에서 색상간의 비차에 강하게 반응하

는 을 이용하여 반  색상끼리 비차를 가지게 한 

색상 특징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즉, 색과 녹색 

그리고 청색과 황색과 같은 반  색상공간간의 비차

이를 색상 특징지도 생성에 사용한다. 칼라 에지정보는 

교통표지 과 같이 배경에 비해 확연한 색상차이를 가

지고 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요한 단서

로 칼라 공간상의 에지정보를 한 맵 생성에 특징정

보 사용한다. 칼라에지는 rgb 색상공간에서 Sobel 에지 

연산을 가로축과 세로축 방향으로 편미분을 계산을 통

해 기울기를 계산한다. 그리고 임의의 한 픽셀이 가지

는 칼라 기울기 값이 임계치 이상이면 해당 픽셀을 칼

라 에지 픽셀로  간주한다. 그리고 방향 특징정보는 계

산을 해 Gabor 필터를 사용한다. Gabor 필터는 복잡

한 텍스처에 한 정보를 효과 으로 찾아내는 방법으

로 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Gabor 필터는 방향 선

택성과 주 수 선택성을 가진 필터로써 특정 주 수 성

분과 방향성을 가지는 상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의 지

역 인 정보를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다. 각 특징정

보들마다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생성하는데 피라미드의 

벨마다 low-pass 필터를 용하여 1/2 scale 씩 크기

를 감소시키는 서  샘 링 과정을 통해 생성한다. 그

리고 생성된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벨들 간의 심 차

분 연산(Center-surround Difference Operation)을 수행

한다. 이 과정은 서로 Scale 다른 벨들 간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여 픽셀값의 차이의 값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벨에 한 픽셀이 주변에 비해 시각정보가 얼마나 

두드러지는지를 2차원 특징맵을 구축한다. 여러 scale간

의 조합을 통해 요하게 표 되어지는 역은 강화시

키고 그 외 역은 약화시킴으로써 특징정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난 역을 표 하는 요도 맵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요도 맵들의 선형 조합을 통해 

함 맵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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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I 검출

본 단계는 상 분할 단계와 함 맵 생성단계의 

결과를 조합하여 시각  주의 역을 검출하는 단계이

다. 실제로 시각  주의 역에 한 사 지식 혹은 고

차원의 특징정보 없이 비교  정확하게 시각  주의

역을 자동 으로 검출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 표지   신

호등 등은 운 자의 식별력을 증 하기 해 동일한 색

상과 밝기, 그리고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높은 비

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도

로상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시각  주의 역들에 한 

그림 2. 시각정보 기반의 상향식 함 모델

Fig. 2. Visual information based bottom-up saliency 

model.

그림 3. ROI 추출 흐름도

Fig. 3. Regions of Interest extraction flow.

단계 평균 수행 시간 (sec/frame)

상 분할 0.11

함 생성 0.13

ROI 추출 0.04

체 수행 시간 0.28

표 1. 제안한 방법의 단계별 처리 시간

Table 1. Processing time of each step.

색상, 밝기, 그리고 비차에 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상향식 함 모델을 사용하여 함 맵을 생성한다. 

일반 으로 함 맵은 시각정보의 두드러짐 정도를 

폭넓게 표 한 것으로써 심물체 역뿐만 아니라 배

경 역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 상에서 

함을 가진 픽셀들 에서 심물체에 한 사 정

보와 유사한 픽셀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분할 단계

를 통해 분할된 역들에서 선택된 픽셀들이 임계치 이

상 포함된 분할 역을 시각  주의 역으로 검출한

다. 그림 3은 ROI 검출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함 맵을 어떤 픽셀이 주  픽셀들과의 시각  특징정보

가 얼마나 두드러지는 가를 [0-255]의 2차원 맵으로 표

한 것이다. 결국 입력 상에서 시각  주의 역 검

출을 해서는 함 맵을 이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그리고 시각  주의 역들이 가진 색상정보를 아

용하여 칼라 특징 맵들을 생성한다. 그 후 이진화된 

함 맵과 칼라 특징 맵들 사이의 모 로지 연산과정을 

거친 후 공통된 픽셀 역들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픽셀 역들과 분할된 들을 비교하여 임계

치 이상의 픽셀이 포함된 분할 역을 시각  주의 

역인 ROI로 출력한다. 그리고 생성된 함 맵으로부

터 심물체의 시각  주의 역을 검출하기 해 제안

한 연구에서는 Otsu‘s의 Optimum Global Thresholding 

방법[8]을 함 맵의 이진화 과정에 용한다. 이진화

된 함 맵으로부터 잡음 픽셀과 같이 불필요한 역

을 제거하기 해 모 로지 연산과 픽셀들의 연결성분

검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분할된 역에 속한 이진

화된 함 맵의 픽셀 개수를 악하여 해당 역의 

체 픽셀 비 임계치 이상의 픽셀 개수가 존재하면 해

당 역을 ROI 역으로 검출한다. 이를 해  상분

할 단계에서 분할된 i 번째 역(Ri)내에 이진화된 

함 지도(S)의 픽셀 개수가 식 (1)의 조건을 만족하면 해

당 역을 ROI로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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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ount(R)는 R 역에 존재하는 픽셀의 개수

를 카운트하는 함수이다.

그림 3. 실험 상과 상분할 결과

Fig. 3. Experiment images and results of image 

segmentation.

Ⅲ.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해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에서 서로 다른 시간 에 획득한 교통 표지 이 포함된 

상으로 실험하 다. 상 획득을 해 Point Gray사

의 Firefly MV CMOS 칼라 카메라(FFMV-03M2C 

-CS)를 사용하 고, IBM호환 PC에서 도우 2008서버 

환경(Dual Hexa Core CPU: 3.3GHz, RAM: 48G)의 

Matlab 언어로 실험하 다. 입력 상은 당 8 임

으로 설정하고, 640×480 픽셀 크기의 칼라 상으로 자

동차의 앞 상단부에 유리창에 흡착 을 사용하여 설치 

후 상을 획득하 다. 실험 상 내에 표지 의 크기

는 교통안내   안  표지 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가

지지만 약 23×19에서 72×67 픽셀 크기이다. 제안한 방

법에 구성된 각 단계별 수행 시간은 표 1과 같다. 제안

한 방법의 처리 단계에 있어 입력 상을 다해상도 

상으로 변환하여 스 일을 1/2 축소한 상에서 상 

분할 단계와 함 생성 단계를 수행함에도 상 체 

픽셀을 상으로 처리하는 계로 다른 처리 단계보다 

수행시간 소모가 많이 발생하 다. 체 수행시간을 

당 4 frame의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 영상분할 결과

입력 상을 분할하기 해 제안한 방법은 

mean-shift 방법을 용하 다. 입력 상을 haar 웨이

블릿 l-level 변환 한 후 Mean-shift 방법을 용하

다. Mean-shift 방법의 spatial bandwidth는 12, range 

bandwidth는 5, 그리고 분할된 역의 픽셀 개수는 

상내에 포함된 표지  역의 최소 크기를 감안하여 최

소 150으로 설정하 다. 그림 3은 입력 상을 해상

도로 표  후 mean-shift 방법을 용하여 상을 분할

한 결과 그림이다. 상 분할 방법의 최소 역의 크기

를 150 픽셀로 설정하여 분할한 결과 원거리에 존재하

는 교통표지 의 경우는 다소 과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가 존재한다. 하지만 부분의 실험 상에서 교통표지

 역 유사한 색상과 밝기를 가지고 있어 배경과 달

리 작은 개수의 역으로 분할됨을 알 수 있다.

2. 현저한 맵 생성 결과

입력된 상에서 함 맵을 생성하기 해 색상, 

밝기, 칼라에지, 그리고 방향성 특징정보에 해당하는 특

징지도를 생성하고 특징지도들 간의 비차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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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 3차 함 맵과 이진 맵 상

Fig. 4. 2, 3D Saliency map and binary map images.

주변 역에 비해 두드러진 역들을 도출한다. 색상특

징정보에는 색과 녹색, 그리고 청색과 황색 공간의 

비차이를 나타내는 특징값들을 사용한다. 칼라에지정

보는 RGB 색상공간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기울기의 크

기를 결정하는 임계값은 0.25로 설정하 다. 밝기정보는 

(r+g+b)/3의 계산으로 획득하 으며, 방향 특징정보를 

획득하기 해 Gabor 필터의 0, 45, 90, 그리고 135도의 

각도를 사용하여 해당 방향 공간에 텍스처 특징지도를 

생성한다. 특징지도는 가우시안 라미드를 사용하여 

총 3계층으로 표 하는데 칼라정보 2개, 에지와 밝기 

정보 각각 1개, 그리고 밝기정보는 4개로써 총 24개의 

특징 지도가 생성한다. 이를 해 심차분연산을 수행

함으로써 임의 픽셀 주 에 존재는 픽셀과의 특징정보

의 비차이를 계산하여 주  픽셀들에 비해 두드러지

는 픽셀들을 2차원 맵 행태로 표 한다. 그리고 각 특

징정보들마다 두드러진 역들만을 표 한 요도 지도

를 생성하기 해 해당 특징정보들의 특징지도 간의 크

기 정규화 과정을 거치 훈 상  벨의 특징 지도와 하

 벨간의 특징 지도의 값 차이를 계산하여 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특징지도들 간의 두드러진 부분

은 강화하고 그 외 부분은 약화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역은 억제하여 요도 지도를 생성한다. 총 4개의 요

도 지도(Mcolor, Medge, Mintensity, Morientation)들의 weight 

합을 이용하여 함 지도(S=aMcolor+bMedge+cMintensity+ 

dMorientation를 생성한다. 이때 weight값은 a=0.4, b=0.3, 

c=0.1, 그리고 d=0.2로 설정하 다. 입력 상에서 교통 

표지 의 색상정보가 가능한 주  배경과 구별되는 특

징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칼라색상 특징정보의 

weight 값을 다른 특징정보들에 비해 높게 설정하 다. 

한 맵 추출 후 시각  주의 역을 검출하기 한 

이진화 방법의 임계치는 0.8로 설정하 다. 즉 함 

맵의 값이 상  20%에 해당하는 픽셀 역들만을 선택

하여 이진화 상을 생성한다. 그림 4는 함 맵에서 

이진화를 용하여 생성된 마스크 역에 해당하는 

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 결과, 입력 상의 색상, 질

감, 그리고 밝기가 다른 역들에 비해 두드러진 역

들이 검출됨을 알 수 있다.

3. ROI 검출 결과

시각  주의 역 검출은 상 분할단계에서 분할된 

역에 얼마나 많은 이진화된 함 픽셀이 존재하는

가에 따라 검출이 결정된다. 식 (1)의 조건을 만족하기 

한 임계치값 t=0.8로 설정하 다. 식 (1)에 조건을 만

족한 역들을 검출한 후, 노이즈 제거와 역의 단순

화를 해 모 로지 연산과 픽셀 연결성분검사를 용

한다. 모 로지의 침식 연산(imerode)을 용하고 구조 

요소의 크기는 사각형 타입의 5로 설정하 다. 그리고 

연결성분검사의 임계치는 200으로 설정하여 임의의 

역내에 속한 픽셀 개수가 임계값 이하의 검출된 역들

은 제거하 다. 그림 5는 ROI 역 추출 결과 마스크 

상들과 최종 으로 시각  주의 역들을 검출한 결

과 상들이다. 도로 실험 상들에서 운 자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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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각  주의 역 검출 결과 상

Fig. 5. Detection results of visual attention region in 

image.

주의를 가져야만 하는 교통 신호등, 표지 , 안내 , 다

른 차량 등을 효율 으로 검출함을 할 수 있다. 

4. 성능 실험 결과

제안한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 와 날씨 환경 하

실험 이미지 (%) 정확도 정 도

개수 / 심물체 수 DA DF FA

고속도로 상
39 2 5 94%

32 / 41

시내도로 상 (#52)
31 1 4 96%

24 / 32

흐린 날씨 상 (#13)
10 4 3 91%

11 / 14

우천 시 상 (#11)
16 5 1 87%

15 / 21

야간도로 양상 (#23)
18 8 0 72%

22 / 26

평균 85.1% 14.9% 9% 88%

표 2. 사 처리 단계 용 유무에 따른 교통 표지  

검출 결과

Table 2. Results of road sign detection according to apply 

the post-processing step.

에서 고속도로  시내 도로에서 획득한 정지 상들로

부터 ground-truth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 의해 검출된 

역들을 식 (2)의 정확도(Precision)와 정 도(Recall) 

그리고 F-measure(정확도와 정 도의 균형 척도)를 측

정하여 비교평가 하 다.

 ∑
∑

  ∑
∑

 ∈
  ×

×
(2)

여기서 ax는 x 치에 시각  주의 역이 존재하는

지를 의미하고 gx는 ground-truth 방법에 의해 검출된 

시각  주의 역을 의미하는 이진 마스크이다. 표 2에

서 실험 상에서 심물체 검출 성공(DA), 검출 실패

(DF), 그리고, 오인식(FA)을 측정하 다. 검출 성공은 

ground-truth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서 두 역간의 정

확도가 20% 오차 범  내에서 동일하게 검출한 경우, 

검출 실패는 ground-truth 방안의 검출 결과와 달리 해

당 역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오인식은 픽셀

의 겹침 정도가 80% 이상 서로 다른 픽셀 역을 검출

한 경우이다. 실험 결과 시각  주의 역 검출 성공률

이 약 85.1% 이상을 차이를 나타내었고 오인식은 주로 

나무와 숲이나 혹은 다른 물체 등에 의해 겹치거나 음

에 발생한 역에서 검출한 경우가 부분이며 자동

차의 어두운 색상의 차량인 경우는 하게 두드러지

는 역을 검출하지 못하는 해당 역을 오인식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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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한 방법(가)과 Itti’s 방법(나)의 심물체 검

출 정확도와 정 도

Fig. 6. Precision and recall of the proposed method 

and Itti’s method

우가 발생하 다. 정 도의 경우는 검출 성공이 발생한 

역들에서 ground-truth 방안에 검출된 역들 간의 

픽셀들의 겹침 정도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88%의 검

출 정 도를 제시하 다.

다른 연구 방법과 제안한 방법 성능을 평가하기 해 

5개의 실험 이미지 그룹에서 ground-truth 방법에 의해 

시각  주의를 갖는 물체가 포함된 역의 사각형 치

를 표시하고 제안한 방법과 상향식 함 모델을 제안

한 Itti's의 방법[9]을 용하여 검출된 심물체 역 정

확도와 정 도 그리고 정확도와 정 도의 균형 척도를 

의미하는 F-measure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그림 6

(가)는 제안한 방법의 결과이고 (나)는 Itti's의 결과 그

림이다. 제안한 방법에 의한 심물체 검출 결과에서는 

정확도가 실험데이터에서 약 0.8이상의 비율로 비교  

높은 반면에 Itt’s 방법의 정 도는 최소 약 0.2에서 최

 약 0.6의 값을 제시하 다. 한, 정 도 역시 제안

한 방법은 약 0.45에서 0.68까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

으나 Itt’s의 방법은 약 0.5에서 0.9까지의 정 도를 제

시하고 있다. 두 실험결과의 F-measure 값은 제안한 

방법이 약 0.6에서 약 0.8이고, Itti's의 방법은 약 0.25에

서 약 0.7의 값을 제시하는데 비해 평균 으로 약 26%

이상 정확도와 정 도의 균형도가 뛰어남을 실험 결과 

그림에서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령 운 자의 안  운  지원을 해 

차량 운   도로상에서 시각  주의를 가져야 하는 

심물체 역들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상으로부터 선택  시

각 주의를 갖는 심물체의 후보 역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기 해 픽셀의 칼라, 기울기, 그리고 밝기 특징

정보들의 변화 정도를 표 한 함 맵을 생성하고, 

동시에 입력 상으로부터 물체들의 경계선 획득을 

해 mean-shift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을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될 역 내에 속한 함 픽셀의 유무에 

따른 선택  주의 역을 검출한다. 실험결과 도로 

상에서 심물체 검출 성공률이 약 85.1%로 제시 하

고 정 도는 약 88%의 결과를 제시하 다. 하지만, 제

안한 방안에서는 복잡한 배경을 가진 실험 이미지 그룹

의 상 분할 과정에 역들이 과 분할되는 문제가 발

생하여 시각  주의 역이 분산되어 검출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심물체 역의 

검출 오류로 귀결되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래

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 분할 알고

리즘의 체와 함께 검출된 심물체 역에 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한, 실제 차량에 용하기 해 처

리 속도 향상을 해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 효율 인 상분할과 학습 기반의 심물체 

역 인식 과정을 용한 연구, 그리고 DSP 용 보드를 

활용한 수행속도 향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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