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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찰청에서 2016년에 발간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

르면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고

가 전체 교통사고 중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의 부주

의로 교통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신호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

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driving car)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

고 있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은 전후방 차량, 차선, 교

통신호, 보행자를 인식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

키거나 자동차의 방향이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

는 시스템으로 현재 일부 기능이 상용화되어 있다.

교통신호등 인식은 ADAS 개발은 물론 자율주행 자

동차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컴퓨터 비전 기

술을 통해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야간에 촬영된 영상을 대상으로 신호등

을 검출하고 신호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다. 신호등 색상은 신호등 검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특징이면서 동시에 교통 신호를 나타내는 식별 정보

이다. 신호등 색상은 날씨, 그림자, 시간대에 따라 색

상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 야간에 촬영된 영상에서는 

과포화(over-saturation)에 의하여 점등영역의 색상

이 백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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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빛 번짐 현상에 의하여 신호등 점등영역이 실제보

다 크게 나타나고, 주변 영역으로 빛의 산란이 발생

한다[1, 2]. 주간에 촬영된 신호등 영상에서 신호등을 

검출할 때에는 점등영역뿐만 아니라 신호등 함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신호등을 검출하고 있으나[3-6], 야

간 영상에서는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신호등 함체의 

추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점등영역이 신호등 검출을 

위한 유일한 관심 대상이 된다[7-12]. 이와 같이 주간

에 촬영된 영상과 야간에 촬영된 영상은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야간 시간대

를 구분하여 신호등을 인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주간에 촬영한 영상에서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야간에 촬영한 영

상으로부터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연구는 아

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이다.

야간에 촬영된 영상에서 신호등을 인식하는 연구

들은 신호등의 점등영역을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방

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an 외[7]는 신호등 점

등영역 중심부는 흰색으로 과포화 되고, 신호등 점등

영역의 경계 부분에 신호등의 색상이 나타나는 블랙 

홀을 특징으로 신호등을 검출하였다. Kim 외[8]는 

Ruta 외[9]가 제시한 컬러변환 방식을 사용하여 우세 

색상 추출에 의한 신호등 후보영역을 검출한 후 해당 

영역의 형태 정보, 밝기 정보, 기하학 모멘트 특징을 

기반으로 SVM 분류기를 통해 신호를 식별하였다.

Jensen 외[10]는 6개의 그레이디언트 히스토그램, 1

개의 그레이디언트 크기, CIE-LUV 컬러공간의 3개 

채널을 결합하여 총 10개의 채널로부터 신호등과 비

신호등에 대한 학습을 수행한 후 18×18 크기의 슬라

이딩 윈도우를 통해 신호등을 인식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다. D. Cabrera 외[2]는 야간 시간대의 신호등 

인식에 적합하게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조절함으로

써 앞에서 언급한 야간 영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야간 시

간대에 맞추어 셔터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주야간 

시간대에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신호등을 인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 12]. Kim[13]은 영상 전체

의 평균 밝기 값을 이용하여 주야간을 구분한 후 낮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서로 다른 스팟 라이트

(spot-light) 영역을 검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신호

등을 검출하였다.

본 논문은 신호등 인식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

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신호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국내에서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등 인식 모듈이 블랙박스에 추가된다면 안전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블랙박스는 운행 중 발생

하는 사고 현장을 기록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

에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도로 상황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야간에는 셔터 속도를 낮추

어 촬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호등 점등영역의 과포

화와 빛 번짐을 더욱 촉발한다. 그러므로 야간에 블

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신호등을 인식하는

데 기존의 신호등 인식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등 점등영역에서 발생하는 빛 번짐 

현상을 이용하여 점등영역 주변부에서 채도가 높게 

나타나는 영역을 탐지한 후 해당 영역의 명도와 색상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채도와 명도 정보를 이용하

여 신호등 점등영역을 추출하고, 색상 정보를 이용하

여 개별 신호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검출된 개별 신호등을 추적하여 이웃한 프레임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시간적 일관성을 검

사한다. 개별 신호등에 대한 인식 결과는 물론 시간

적 일관성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호등 

인식을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신호등에 대

한 오인식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부분적인 오류를 극

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야간에 

촬영한 신호등 영상에 나타나는 과포화와 빛 번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안하는 신호등 

점등 후보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추출된 점등영역의 색상 정보와 시간적 

일관성을 이용하여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신호등 검

출 및 인식 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신호등 점등영역 검출

2.1 야간 신호등 영상의 특징

주간 신호등 영상에서 신호등 함체는 신호등을 검

출하는데 중요한 특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야간에 

촬영된 신호등 영상에서는 검정색 신호등 함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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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운 배경에 숨겨져 신호등 함체를 검출하기 어렵다.

또한 주간에 촬영한 신호등 영상에서 점등영역은 채

도와 명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지만, 야간에 촬영된 

영상에서는 점등영역에 과포화가 발생하여 채도가 

낮게 나타나며 빛 번짐이 발생하여 신호등 점등영역

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다. Fig. 1(a)은 차량에 장착

된 블랙박스로 주간에 촬영한 신호등이며, Fig. 1(b)

와 (c)는 야간에 촬영된 신호등 영상이다. 발광체의 

빛 번짐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Fig.

1(b)의 적색 신호등의 경우 점등영역 주위로 원형의 

빛 번짐(glow)이 발생하고 있으며, Fig. 1(c)의 녹색 

신호등의 경우는 원형의 빛 번짐 외에 선형의 빛 번

짐(smear)도 나타나 있다.

신호등의 점등영역에서 빛 번짐이 발생하면 점등

영역의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간 신호등 인식 

방법에서 주요 특징으로 사용되는 점등영역의 색상 

정보를 추출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적색 신호등의 경

우에는 점등영역 경계부분에 황색이 나타나므로 Fan

외[7]가 제시한 블랙홀 특징도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빛 번짐은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여 노출을 

줄이면 조절이 가능하다. Fig. 1(d)는 D. Cabrera외

[2]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

된 야간 신호등 영상은 노출을 극단적으로 줄인 상태

에서 촬영한 것으로 신호등 점등영역에서 빛 번짐은 

발생하지 않지만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타나 

신호등 이외의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2.2 신호등 점등 후보영역 추출

본 연구의 목표는 블랙박스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

에서 신호등을 인식하는 것이다. 블랙박스는 이미 많

이 보급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에

서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도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박

스는 차량의 운행 상황을 기록할 목적으로 제작되었

기 때문에 야간에는 오히려 노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빛 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출을 극단적으로 줄이

게 되면 Fig. 1(d)와 같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타나 운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야간에 촬영된 영상에서 신호등을 추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점등영역에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우

선 밝기 정보를 이용하여 점등영역이 될 수 있는 후

(a) (b)

(c) (d)

Fig. 1. Traffic lights at day and at night: (a) Green traffic lights at day, (b) Glow effect at the red traffic lights, (c) 

Smear effect at the green traffic lights, (d) Yellow traffic lights at the image captured with drastically decreased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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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역을 추출한다. RGB 컬러공간을 HSV 컬러공간

으로 변환한 후 밝기를 나타내는 V채널을 임계값을 

이용하여 전역적 이진화(global thresholding)을 수

행한 후 잡영 제거를 위하여 형태학 열림 연산(open-

ing)을 수행한다. Fig. 2(a)는 입력 영상에서 관심대상

인 신호등이 나타나는 관심영역(ROI, region of in-

terest)이며, (b)는 관심영역에서 V채널에 대한 전역

적 이진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c)는 이진화 결과에 

3×3 사각형 구조화 요소를 이용한 열림 연산을 적용

하여 잡영을 제거한 결과이다.

2.3 신호등 점등영역 추출

신호등 점등영역 추출은 점등 후보영역에서 거짓

긍정(FP, false positive)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거하

는 것으로, 그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기하학적 형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발광영역 주변의 빛 번짐에 의해 발

생하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하학적 형태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주간 신호등 인식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지만, 빛 번짐에 의해 발생하는 

발광영역 주변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신호등 점등영역은 원형으로 일정한 크기를 갖는

다. 따라서 후보영역의 형태와 크기를 이용하여 FP

영역 중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호등의 점

등영역 중 일부만이 발광영역으로 검출되거나 빛 번

짐에 의하여 발광영역이 실제 크기보다 크게 나타난

다. 따라서 후보영역에 대한 크기 검사는 여유 있게 

범위를 설정하여 FP 영역을 제거한다. Fig. 2(c)의 

이진영상에서 추출한 발광영역에 대한 윤곽선, 즉 검

증 후보영역이 Fig. 3(a)에 예시되어 있고, 여기서 점

등영역의 크기를 기준으로 FP 영역을 제거한 결과가 

Fig. 3(b)이다.

후보영역에 대한 형태 검사는 원형 검사와 종횡비 

검사로 이루어진다. 원형 검사는 식 (1)에 의해 계산

된 값을 이용한다. 여기서 는 면적을 의미하고, 

는 직경을 나타낸다. 값이 클수록 원형에 가까운 형

태를 의미한다[14]. 종횡비 검사는 발광영역을 내포

하는 최소 외접사각형을 구하여 폭과 높이의 비율을 

이용한다. 종횡비가 1:2를 초과하는 후보영역은 FP

영역으로 판단하여 제거한다.

 


(1)

Fig. 3(b)의 윤곽선에 대하여 원형 검사와 종횡비 

검사를 통해 FP 영역을 제거한 결과가 Fig. 3(c) 이

다. Fig. 3(d)는 관심영역 영상에 윤곽선을 겹쳐서 나

타낸 것으로, 청색 윤곽선은 크기 정보를 이용하여 

제거된 영역, 녹색 윤곽선은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a)

(b) (c)

Fig. 2. (a) ROI of input image, (b) Result of global thresholding, (c) Result of open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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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영역을 나타낸다. 적색 윤곽선은 신호등 후보

영역으로 남아있는 영역으로, 여전히 신호등은 아니

지만 신호등과 형태와 크기가 유사한 FP 영역이 다

수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로등에서 추출되는 발광영역은 신호등의 발광

영역과 그 형태와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하학적 형태가 신호등과 유사한 후보영역은 

형태 검사와 크기 검사로는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후보영역은 빛 번짐에 의한 발광영역 주변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발광영역의 

크기는 물론 빛 번짐이 발생하는 영역의 크기도 주변 

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적응적으로 발광영

역 주변의 색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다. 빛 번짐에 의하여 발광체의 색상이 방사형으로 

확산된다. 신호등의 경우 방사형으로 확산된 주변부

에서 채도가 높은 부분이 신호등의 색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는 링(ring)을 탐색하고, 이 부분의 색상 정보를 추출

하여 발광체의 색상을 식별한다. 이를 위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발광영역 주변의 색상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

1) RGB 컬러공간을 HSV 컬러공간으로 변환한다.

2) 발광영역을 내포하는 최소 외접원을 구한다.

(최소 외접원의 중심점을 , 반지름을 이라고 하자.)

3) 원의 중심이 이고, 반지름이 만큼 증가하는 

여러 개의 원을 생성한다. (원의 최소 반지름은 0.8*

이고, 원의 최대 반지름은 발광영역의 위치를 고려하

여 설정한다.)

4) 두 이웃한 원을 경계로 하는 번째 링의 내부에 

존재하는 화소들의 색상(H), 채도(S), 명도(V)의 평

균값 
 , 

 , 
 를 구한다.

5) 채도의 평균값이 최대가 되는 링을 찾는다. (이 

링이 번째 링이라고 하자.)

6) 번째 링의 각 채널별 평균값 
 , 

 , 
 을 

신호등 점등영역을 판단하기 위한 색상 정보로 이용

한다.

신호등 점등영역에 빛 번짐이 발생하면 신호등의 

색상이 방사형으로 퍼져 점등 주변부의  채도와 명도

가 모두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후보영역이 신호등 영역인지를 판별할 때

는 채도와 명도만을 이용한다. 신호등 영역으로 판정

된 영역은 3.1절에서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신호등의 

신호를 식별한다. 와 는 각각 신호등 점등영역 

주변부의 최소 채도와 최소 명도를 나타내는 임계값

이고, 는 채도와 명도의 최소 합을 나타내는 임

(a) (b)

(c) (d)

Fig. 3. (a) Contours extracted from Fig. 2(c), (b) Contours remained after removing too small or too large things, 

(c) Contours remained after removing by shape, (d) Contours overlapped on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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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값이다. Fig. 4는 와 를 모두 60, 를 250

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얻은 결과이다. 링은 회색으로 

나타나 있으며, 적색 링은 채도의 평균값이 최대가 

되는 링을 표시한 것이다. 식 (2)에 의하여 이 0인 

영역을 청색 ‘×’로 표시하였다. 이 0인 영역은 제거

되고, 이 1인 영역은 신호등 점등영역으로 결정된

다.

    
  ∨

  ∨
 

  
  

(2)

3. 신호등 인식

3.1 개별 신호등 인식

교통신호등은 정지(적색등), 천천히 통과(황색

등), 직진(녹색등) 신호를 생성하고, 여기에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추가된다. 그밖에 교차로의 형태에 

따라 우회전 신호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

천천히 통과, 진행의 3가지 신호만을 식별 대상으로 

하였다. 주간에 촬영된 영상에서는 신호등 함체의 추

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등 인식을 수행할 때 점등

영역의 색상뿐만 아니라 신호등 함체내의 위치도 매

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야간 신호등 영상에서는 

신호등 함체의 추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호등 인식

은 점등영역의 색상을 인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호등 점등영역의 색상 판별 방

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발광영역 주변의 색상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얻어진 각 링의 
 , 

 , 
 값을 이용하여 

색상을 판정한다. Table 1에 제시된  조건에 의하여 

각 링의 색상을 적색(), 녹색(), 황색(), 그리고 기

타 색상()으로 구분하고, 색상별 누적 빈도  ,  ,

 , 를 구하여 빈도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색상을 

점등영역의 색상으로 판정한다. 색상(
 ) 값이 두 

색상의 경계에 놓인 경우에는 두 색상의 빈도를 모두 

0.5씩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RGB 컬러공간을 이용하여 앞 

단계에서 판정한 색상을 검증한다. 적색(R), 녹색

(G), 황색(Y)으로 판정된 경우에 Table 2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면 앞 단계에서 판정한 색상을 수정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 판정을 유지한다. 여

기서  ,  , 는 채도의 평균값이 최대가 되는 

링 내부 화소의 R, G, B 채널별 평균값을 나타낸다.

Fig. 5는 신호등 점등영역에 대한 색상 판별을 통하

여 적색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을 인식한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청색 ‘×’로 표시된 것은 신호등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고, ‘○’로 표시된 것은 해당 색

상의 신호등으로 인식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4. Lighting regions of traffic lights.

Table 1. Condition for classifying colors and corresponding color frequency

Condition Color Frequency

(
 < 60) OR (

 < 60) OR (
 +

 < 250)   

(
 >110)   

(
 >60) AND (

 <100)   

(
 >10) AND (

 <50)   

(
 >=50) AND (

 <=60)   ,   

(
 >=100) AND (

 <=110)   ,   

(
 <=10)   ,   

Table 2. Condition for color correction

Color Condition
Color

Correction

Red   × Green

Green   × Red

Yellow
  × AND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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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레임별 신호의 판별

신호등 인식의 목적은 신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하여 운전자 또는 차량 제어 시스템에 전달하는 

것이다. 한 영상 내에는 다수의 신호등이 나타나므로 

영상 내의 모든 신호등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다른 물체에 신호등의 일부가 가

려지거나, 다른 조명 등에 의하여 신호등의 색상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호등 자체에 

결함으로 인하여 점등영역의 일부만이 점등되는 경

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 내 특정 

구역에 나타나는 개별 신호등에 대한 인식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프레임에 대한 최종적인 신호 인식을 

수행한다.

설정한 구역 내에서 여러 개의 신호등이 검출되고 

모든 신호등의 색상이 동일하게 판정될 경우 신호 

판정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여러 개의 

신호등에 대한 색상 판별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떤 신호등이 인접한 다른 프레

임에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색상으로 판정된다면 그

렇지 않은 신호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

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신호등에 대

한 색상 판별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시간적 일관성을 검사하였다. 시간적 일관성이란 동

영상에서 신호등 점등영역을 추적하였을 때, 해당 영

역에서 동일한 특징이 유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추적한 영역이 일관되게 동일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판정된 결과는 신뢰도가 높

다고 볼 수 있다. 초당 30 프레임으로 녹화된 영상에

서 모든 프레임을 처리하려면 처리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5개 프레임 간격으로 점등 후

보영역을 추적한다. 인접한 3개의 프레임에 대한 점

등 후보영역의 시간적 일관성을 기반으로 식 (3)에 

의해 색상이 인 영역의 신뢰도 를 계산한다. 은 

점등 후보영역이 인접한 3개 프레임에서 신호등으로 

판정된 개수를 나타내고, 은 점등 후보영역이 동

일한 색상의 신호등으로 판정된 개수를 나타내다.

  는 각각 적색, 황색, 녹색을 의미하며, 는 신호

등 색상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과 은 모두 0～

3사이의 값을 갖고,  ≥이므로 신뢰도는 0～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


  ×


  ∈   (3)

프레임별(frame-wise) 신호등의 인식은 개별 신

호등에 대한 색상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합하여 

최고 신뢰도를 보이는 색상으로 신호를 결정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레임별 신호등의 인식은 식 

(4)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는 신호등 유무

를 판별하는 임계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2/9

로 설정하였다. 즉,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색상

의 신뢰도가 2/9보다 크면 해당 색상으로 신호를 인

식하고, 2/9이하이면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한다.

    i fmax  

  
(4)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 데이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한 

후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면서 실험 영상을 획득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동영상은 총 7개로 해상도는 1,280

×720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3과 같다. 동영상

에 포함된 모든 영상을 처리하려면 처리 시간이 길어

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5개 프레임 간격으로 영상을 

(a) (b)

Fig. 5. Traffic lights recognized (a) As red, (b) As green.



190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12호(2017. 12)

처리하였다. Table 3의 신호등의 개수는 검증 자료

(ground truth)로 활용하기 위하여 5개 프레임 간격

으로 영상에서 연구자가 검출한 결과이다. 통상의 도

로 영상에서는 녹색 신호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 비디오(video2)는 시외로 빠지는 비

교적 한산한 4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황색 

점멸등만 존재하며, 일곱 번째 비디오(video7)는 신

호대기와 도로 정체에 의하여 적색 신호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2 제안된 방법의 성능 측정

블랙박스는 차량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식 대상

이 되는 전방의 신호등은 일정 영역 내에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Fig. 6(a)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상 

중앙부의 황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관심영역(ROI)을 

탐색하여 신호등을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에 

따른 신호등 인식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가상 구역을 설정하였다. 신호등의 높이가 일정하고 

카메라의 위치도 고정되어 있어 ROI내에 나타나는 

신호등의 위치에 따라 차량과 신호등과의 거리를 예

측할 수 있다.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

지만 R구역은 대략 10m～40m, G구역은 대략 40m～

70m 정도이다. Fig. 6(b)는 ROI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R구역(red zone)과 G구역(green zone)을 각

각 적색과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신호등에 대한 인식 성능은 정확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로 측정하였다. 신호등 인식에서 정확

도란 특정 색상의 신호등 중에서 해당 색상의 신호등

으로 올바르게 인식된 비율을 의미하여, 재현율이란 

실제 존재하는 해당 색상의 신호등 중에서 알고리즘

에 의하여 해당 신호등으로 인식된 것의 비율을 의미

한다. 적색 신호등을 예로 들면, 식 (5)와 식 (6)에서 

참 긍정(TP, true positive)은 적색 신호등을 적색 신

호등으로 인식한 개수, 긍정 오류(FP, false positive)

는 적색 신호등이 아닌데 적색 신호등으로 오인식한 

개수, 부정 오류(FN, false negative)는 적색 신호등

인데 적색 신호등이 아니라고 오인식한 개수를 나타

낸다. Table 4는 개별 신호등 인식의 정확도와 재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된 바와 같이 R구역에서는 

G구역에 비하여 정확도와 재현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편차도 작게 나타나 안정적인 인식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Table 5는 개별 신호등의 인식 결과를 종

Table 3. Data sets used in experiment

Video Files # of frames
# of traffic lights

Red Yellow Green

video1 1,716 128 61 353

video2 2,413 0 146 0

video3 1,841 163 0 449

video4 1,552 146 36 179

video5 2,931 0 0 102

video6 1,682 0 0 88

video7 1,532 417 38 0

sum 13,667 815 254 1,115

(a) (b)

Fig. 6. (a) Sample image and its ROI, (b) Red zone and green zone in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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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프레임별로 교통 신호를 인식한 결과로, R구

역에서 정확도는 96.4%, 재현율은 9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프레임별 신호 인식은 인접한 3개의 

프레임에 대한 점등 후보영역의 시간적 일관성을 기

반으로 인식의 신뢰도를 부여하고, 개별 신호등에 대

한 인식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 신뢰도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신호등을 인식한다. 따라서 개별 신호등에 

대한 오인식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부분적인 오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인식 성능을 

나타내었다.

Pr 


× (5)

 


× (6)

4.3 실험 결과 비교 및 분석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야간 신

호등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양적 성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Table. 6은 기존의 연구 결과

들을 정리한 것으로, 실험 데이터를 비롯한 실험 환

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들과 상대

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대

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된 방법의 신호등 인식 성능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 그룹에 속하는 연구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안된 방법이 타당하고 효과적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호등 인식은 제안된 방법의 특성은 물론 영상의 

특성에 따라서도 인식 성능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신호등 인식에 성공한 사례들과 실패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은 제안된 방법의 질적 성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안된 방법

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위해서도 필요

하다. Fig. 7은 좌우에 배치된 두 개의 황색 신호등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점멸되는 경우로 시간적 일관성

을 적용하여 올바르게 인식한 사례이다. Fig. 7에서 

첫 번째 열에 제시된 것은 관심영역 영상이고, 두 번

째 열은 점등 후보영역을 검출하여 윤곽선을 표시한 

Table 4. Results of individual traffic light recognition

Traffic light color
Green Zone Red Zone

precision recall precision recall

Red 50.5 82.8 84.0 97.5

Yellow 81.2 85.5 82.9 98.2

Green 64.8 94.4 81.1 96.9

All 64.9 91.2 82.8 97.3

Table 5. Results of frame-wise traffic signal recognition

video

files

Green Zone Red Zone

precision recall precision recall

Red 59.1 96.3 92.9 99.3

Yellow 93.8 97.2 97.1 97.1

Green 82.1 97.7 97.9 97.9

All 80.9 97.5 96.4 98.2

Table 6. Performance comparison of traffic light recognition

Method Data set size (# of frames) Image resolution Precision Recall

[8] 16,080 620×480 95.5%　　 NA

[10] 11,527 1280×960 65.2% 50.0%

[11] 41,967 NA 99.7% 98.9%

[12] NA NA 73.8% 84.4%

Proposed 13,667 1280×720 96.4%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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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세 번째 열은 신호등 인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 번째 열에 제시된 영상에서 우측 상단에 

청색 ‘×’표시는 R구역에 신호등이 검출되지 않았음

을 나타내며, 우측 하단에 ‘○’표시와 ‘/’표시는 G구

역에 해당 색상의 신호등이 검출되었음을 나타낸다.

‘/’표시는 ‘○’표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를 나타낸다. Fig. 7(a)～(c)의 R구역에 존재하는 점

등 후보영역 중 신호등으로 판정된 것이 없어, 식(3)

의 =0, =0이 되므로 신뢰도가 2/9보다 작아 청

색 ‘×’로 나타나 있다. Fig. 7(a)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황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이고, Fig. 7(b)에서는 왼

쪽에 있는 황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이다. (a)의 경

우는 신호등이 1개만 검출되었지만 이전 프레임에서

도 오른쪽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색 

신호등에 대한 신뢰도가 7/9(=3, =2)로 시간적 

일관성에 의해 신호등 인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b)의 경우는 이전 프레임에서 오른

쪽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였는데 현재 프레임에서는 

왼쪽 신호등이 점등되어 황색 신호등에 대한 신뢰도

가 3/9(=3, =0)으로 시간적 일관성에 문제가 발

생하여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다음 프레

임인 (c)에서는 왼쪽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

어 시간적 일관성에 의해 황색 신호등에 대한 신뢰도

가 7/9(=3, =2)로 다시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개별 신호등 인식에 실패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Fig. 8 예시하였다. Fig. 8(a)는 빛 확산에 의

하여 R구역의 녹색 신호등이 좌회전을 나타내는 화

살표 신호와 직진을 나타내는 녹색 신호가 하나로 

겹쳐진 상태이고, 빛 번짐(smear)에 의하여 G구역에 

나타난 가로등이 녹색 신호등으로 오인식된 사례이

다. (b)는 R구역에 나타난 3개의 적색 신호등 중 가운

데 신호등의 점등영역이 너무 작게 나타나 신호등 

점등영역 추출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이다. (c)는 R구

역 좌측 하단에 건물에 나타난 불빛과 우측 하단에 

나타난 광고 글자들 중 일부가 녹색 신호등으로 오인

식된 결과이다.

Fig. 8(a)에 예시된 빛 번짐에 의한 오류는 제안된 

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약점으로, 빛 번짐에 의한 오

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링에 나타나는 색상, 채도, 명

도의 평균 값 뿐만 아니라 방사 대칭성(radial sym-

metry)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b)에 예시된 신호등 검출 실패 오류를 줄

이기 위해서는 윤곽선의 크기에 의해 발광영역을 제

거하는 임계값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c)에 예시된 신호등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

어 오인식되는 경우는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

(a)

(b)

(c)

Fig. 7. Examples of temporal consistency: (a) Turn-on state of the right-side traffic light, (b) Turn-on state of the 

left-side traffic light, (c) Keeping up the turn-on state of the left-side traffic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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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의 특징을 기반으로 야간에 촬영된 신호등

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야간 신호등 

영상은 빛 번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신호등 인식을 어렵게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빛 번짐 현상이 적게 나타나도록 영상을 획득하거나,

극단적으로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조절하여 빛 번짐

을 제거함으로써 야간 영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빛 번짐 현상을 신호등의 특징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신호등 주위의 빛 

번짐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링을 이용한 

발광영역의 색상정보 추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정확도 96.4%, 재현율 98.2

%의 인식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 그룹에 속하는 

연구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안된 방법이 타당

하고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확장하여 제안된 방법의 한계점을 보

다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안된 방법의 취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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