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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 도로 영상에서 속도 표지판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표지판 인식의 방법들은 조명 변화에 민감하고
반복적인 형태 특징까지 추출하여 인식 성능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제안한 방법은 가중치가 적용된 YUV 색상 모델을 이용함으로
써 속도 표지판의 색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표지판 후보 영역에 관심영역을 국부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인식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
때, 검출과 인식을 위해서는 하 특징을 이용한 아다부스트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다양한 속도 및 환경하에서 실험한 결
과 기존의 방법들보다 인식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speed limit sign recognition in images. Conventional sign recognition methods decreases recognition 
accuracy because they are very sensitive and include repeated features. The proposed method emphasizes color attributes based on the 
weighted YUV color space. Moreover, the recognition accuracy can be improved by extracting the local region of interest (ROI) in the 
candidates. The proposed method uses the Haar features and the Adaboost classifier for recognition. Experimental results confirm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conventional algorithms under various speed sign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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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최근 사회적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

히 향상됨에따라그와관련된 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

다. 그중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 
tance Systems, ADAS)은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기술 중
의 하나로써, 차선 검출, 보행자 검출, 차량 검출,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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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속도 표지판 인식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은 주행 중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운전
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기술중에서속도표지판인식은자율주행자동

차가 적정 속도를 유지하도록 주위 환경에서 제공되는 정

보를획득하는과정이다. 따라서속도표지판은주행중지
속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국내의속도 표지
판들은 붉고 둥근 원모양안에숫자를 표시함으로써다른

표지판에비해검출과인식에유리하다. 그러나실도로영
상속의표지판은날씨와조명, 파손등의외부환경에의해
색 특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이러한이유로속도 표지판의 검출과 인식에서 정확성
이감소하게된다. 위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속도
표지판 인식에 대해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지판 인식에는 SVM(Support Vector Machine)[1], 

MCT(Modified Census Transform),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2], 탬플릿 매칭[3], 의사결정트리[4], 랜덤
포레스트[5] 등의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Mathias[6]는 명

도의분포 방향을 기반으로 얻은 HOG 히스토그램과다계
층 SVM 기법을 사용하였지만높은 정확도에 반해 학습과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걸려 실시간 처리에 부적합하였다. 
한편, Barns[7]가제안한교차상관관계를이용한 RSD 기법
은 측면에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에 왜곡이 발생하여 정면

촬영한영상에비해인식성능이좋지않았다. B. Froba[8]는

픽셀의논리적대소 관계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MCT 검출
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지역이진패턴을 이용하여 조
명변화에강인하지만 3×3 크기의작은영역에서의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민감하다. Aoyagi와 Asakura[9]

는 필터를 제안하고 인공 신경망에 적용하여 영상 전체를

특징으로사용할수있지만, 추출가능한특징이매우많아
서 연산량이 대폭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했다. 그중에서도
하 특징을 통한 형태 검출과 검출된 영역에 템플릿 매칭

기법을활용하여인식하는방법이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

고있다. 이방식은주간상황이나일반고속도로등의쾌적
한 도로 영상에서는 높은 인식률을 나타낸다. 한편 딥러닝
기법의향상으로속도표지판인식에대한적용이[10]이이루

어져왔다. 딥러닝 기법은 머신러닝 기법을 개선한 방법으
로 인간의 생체 모델을 학습에 최적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성능을개선한방법이다. 특히최근에는 GPU 성능개선을
기반으로실시간처리가가능한속도표지판인식알고리즘
[11]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SVM과 CNN의 계층적 구조
로설계하고이를 GPGPU를통해구현함으로써실시간처
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가중치를 적용한 YUV 특징과 선택적 관
심영역 기반의 색 공간을 활용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속도표지판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가중치를 적용한
YUV 색공간을활용하여영상내에서속도표지판영역의
색 특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하(Haar) 특징 기반의 아다
부스트 분류기를 이용하여 표지판 영역을 검출한다. 이러
한 두 단계 방법은 속도 표지판의 검출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검출된 영역에 선택적 관심영역을 적용하여 속도 표

지판 내의 숫자 인식률을 개선한다.

Ⅱ. 기존의 방법

실제 도로 영상에서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차지하는 비

중은 5% 미만이므로 빠른 속도의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빠른 속도로 해당 객체 검출 및 인식하기

위해 하(Haar) 특징의 아다부스트(Adaboost) 기법을 사용
한다. 하특징은마스크간의밝기차이를이용한특징추출
의 방법으로써,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추출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하 특징 마스크를 이미지
내에서 이동시킨다. 입력 영상의 가로 및 세로 크기가 W 
× H 픽셀일 때, 직사각형의 하특징마스크를수식 1과같
이 표현한다. 여기서 W는 입력 영상의 너비, H는 입력 영
상의 높이를 나타낸다.

      (1)

수식에서 x, y는 마스크 r의 좌측 상단의 좌표를 나타내
며, w와 h는각각마스크의너비와높이를나타낸다. 하특
징 마스크는 식 2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영상에
서추출되는특징의개수 N은식 3을통해계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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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는 x와 y가 최대한으로커질수있는값이다. 하특
징은각마스크의 검은 부분과흰 부분에해당하는 영역의

적분 값 차이를 연산하여 영상이 지니는 특징을추출한다. 
따라서 적분 이미지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특징을 추출

할수있다. 그림 1은다양한기본적특징마스크들을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표지판의 숫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속도가

빠르고 인식률이 높은 템플릿 매칭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

다. 그러나속도표지판 내의 제한속도 인식에서는 표지판
의 위치와 각도 회전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인식률이 저하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계층의 분류기를 이용하는
아다부스트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림 2는아다부스트분류

기의 구조로써 입력된 영상은 여러 계층의 아다부스트 분

류기를통해참(True) 혹은거짓(False)로나누어져후보영
역이 어떤 표지판과 일치하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이방법은약분류기들을선형적으로결합하여강한분류

기를 생성하는것으로써 다음과같이수학적으로 표현된다.
    

     ⋯  (4)  
  
더불어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관심 대상 외의

영역들은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찾고자 하는 관심 대상과

유사한 것들에 더 집중하기 위해 캐스케이드(Cascade) 기
법을이용한다. 그림 3은캐스케이드기법의구조를나타낸
다. 이방법은여러개의검출기를순차적으로사용하는과
정에서 처음에는 간단한 검출기를 적용하고 점점 더 어려

운 검출기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력
한 검출기는 초기 단순 검출기를 통과한 후보에만 적용되

기때문에전체적으로검출속도를크게향상시킬수있다. 
조합된분류기의수가많아질수록분류하기까다로운데이

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학습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향

그림 1. 하 특징 마스크의 예
Fig. 1. Example of Haar-like features

그림 2. 아다부스트 분류기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Adaboost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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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수있다. 이를통해서아다부스트(Adaboost) 기반의
하(Haar) 특징추출과캐스케이드(Cascade) 기법을 이용하
여 영상에서 관심 대상을 정확하게 검출 또는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기존의방법은표지판의색특성을잘추출하
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Ⅲ.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속도표지판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로 색 특성을 강조하였다. 영상이입
력되면 RGB 색 공간을 YUV 색 공간으로 변환한다. 다음
으로 붉은색 원형의 테두리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정

된 YUV 영상을 생성한다. 변환된 색 공간에서 U 채널을
분리하여색특징의추출함으로써표지판을검출의성능을

높였다. 더 나아가 속도 표지판의 제한속도는 표지판 크기
내의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검출된표지판영역에서테두리부분을제거함으

로써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입력되는 영상
에서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특정 개체를 고속으로 검출

가능한하(Haar) 특징을적용한캐스케이드 기반의 아다부
스트(Adaboost)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4는 제안한 알고
리즘의 흐름도이다.
속도 표지판은 다른 표지판과 달리 형태와 색상이 뚜렷

하게 배경들과 구분 되도록 설계되었지만, 야외에 설치되
어있기때문에 검출에있어조명과날씨의 영향을크게받

는다. 따라서 형태와 색상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
부 환경이영상내의표지판에 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필

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명의 성분과 색차의 성분으로 구성된 YUV 색 공간에서

      그림 3. 캐스케이드 처리과정
      Fig. 3. Cascade process

그림 4. 제안하는 검출 및 인식 흐름도
Fig. 4. Flowchart of proposed detection and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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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검출을제안한다. YUV 색공간에서 Y는영상의밝기를
나타내며 U, V는 영상의 색차를 나타낸다. RGB 공간을
YUV 공간으로 변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5)

일반적으로 날씨에 따라 표지판 색상의 붉은색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YUV 색 공간의 U, V 채널만
을 사용함으로써 밝기와 색차 성분으로 분리한다. 그리
고 YUV 색 공간에서의 가중치 적용 방법을 통해 속도 표

지판의 붉은색 특징을 부각시켰다. 또한 히스토그램 평활
화를 통하여 영상의 선명도를 개선하였다. 이후 변환한 색
공간에서 U 채널을분리함으로써 영상에서속도표지판을
더효율적으로검출할수있었다. 제안한방법을영상에적
용시킨 결과로 U, V 채널에서 표지판의 색상 특징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가중치가 적용된 후의채
널의변화를보여주며, 그림 6은가중치가적용된채널에서
표지판영역을확대한결과이다. Y, V 채널은속도표지판
의 원 모양 형태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 채널은 속도 표지판의 원 모양의 형태 특징을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가 적용된 U채널을 통한 표지판 검출을 제안한다.

    

(a) (b)

  

(c) (d)

그림 5. 가중치 적용 후 영상의 결과; (a) 입력 영상, (b) Y영상, (c) U 영상, (d) V 영상
Fig. 5. Results of weighted Image; (a) Input, (b) Y channel, (c) U channel, (d) V channel

  

(a) (b) (c)

그림 6. 그림 5에 대한 표지판 영역에 대한 확대 결과; (a) Y영상, (b) U영상, (c) V영상
Fig. 6. Zooming results of Fig. 5; (a) Y channel, (c) U channel, (d) 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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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표지판의 일반적 형태는 흰 배경의 붉은 원 안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다. 검출된속도표지판을그대로 사용
할 경우, 종류에상관없이테두리 영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저하의원인이된다. 속도표지판내의제한속도는표
지판크기내의특정크기를 가지는숫자로표현되어있다

는 점을 이용하여 국부적 ROI 설정을 제안한다. 그림 7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표지판 내

의 관심영역의 표시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7. 속도 표지판 내의 선택된 관심 영역의 예
Fig. 7. Examples of selective region on a speed sign 

검출된 속도 표지판 영역을 따로 추출하여 일정한 크기

해상도로 변환한다. 그리고 특정 크기를 가지는 제한속도
부분만을추출하기위해서 4 좌표를정의한다. 검출된속도
표지판 영역에서 설정된 좌표 내의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표지판 내부의 제한속도 부분만 따로 추출
하였다. 이로써 속도 표지판의 테두리를 제외한 제한속도
숫자 정보만을 통하여 인식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8은

속도 표지판 후보 영역에서 제한속도 숫자 부분을 검출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기존의인식에반복적으로
사용되던테두리부분이제거됨으로써인식의성능을높일

수가 있다. 

Ⅳ.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국내

H사에서 제공한 국내의 시내, 시외, 고속도로, 터널 등의
다양한 상황의 영상을 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Intel 5, CPU 3.2GHz, RAM 8GB 성능의데스크톱에서수
행되었다. 그림 9는아다부스트분류기에 사용된포지티브
데이터와 네거티브 데이터를 나타낸다. 표 1은 실험 및학
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표 1. 학습 및 실험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 개수
Table 1. Data number for training and testing

Training Test

Data Number of signs Data Number of signs

20 154 20 62

30 127 30 76

40 167 40 65

50 163 50 64

60 206 60 92

70 158 70 74

80 217 80 88

100 221 100 93

120 138 120 67

Negative 2876 Negative -

그림 8. 선택적 관심영역의 검출 과정
Fig. 8. Process of selective ROI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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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표지판의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본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하여 영상의 선명도를 증가시켰

다. 본논문에서제안한가중치가적용된 YUV 색공간에서

SVM with 
HOG[6]

Adaboost with 
CLAHE[10]

Proposed 
method

Number of signs 681

Detection 613 638 664

Recognition 581 603 631

False Recognition 32 35 33

Speed 0.063s 0.027s 0.048s

Recognition Rate 85.31% 88.54% 92.65%

표 2. 기존의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conventional algorithm's performance

의 속도 표지판인식방법과기존의 인식 방법들을비교하

였다. 표 2는각각의방법에따른인식률과처리속도를나
타낸다. 총 681개의 속도 표지판이미지를 통해 기존의인
식 방법인 HOG 기반의 SVM[6]과 개선된 CLAHE 기반의
아다부스트 방법[10]을 제안한 방법과 비교하였다.

HOG 특징을이용한방법은 85.31%의인식률을보였고, 
하 특징은 88.54%의 인식률을 나타냈으며 그중에서 제안
한 방법은 인식률 92.65%로 성능의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하 특징의경우에는 처리 속도 0.027s로 속도 면에서의 우
수함을 나타냈지만, 제안한 방법 또한 평균 0.048s의 처리
속도로 실시간 처리에 문제가 없다. 그림 10은 실 도로 영
상에서제안한방법을사용하여표지판을인식한결과로써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a)               

(b)

그림 9. 학습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 (a) 포지티브 샘플과 (b)네거티브 샘플
Fig. 9. Training data; (a) positive sample and (b) negativ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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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안한 방법으로 속도표지판 검출의 예
Fig. 10. Examples of speed sign recognition using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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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도로에서는날씨및시간의변화카메라로입
력되는채도가변하게되는경우가발생한다. 그에따른실
험을위해서 다음과같이채도의변화에 따른 속도 표지판

의검출및인식에대한실험을수행하였다. 그림 11에서처
럼채도변화에따른검출및인식성능을실험한결과색의

채도의변화는검출성능에영향을줄수는있으나,  테스트
영상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카메라로 입력되는 속도표지판은 위치적 특성에
따라정면이입력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어느정도기울

어짐이발생하게되는데이경우성능에대한분석을 다음

과같이수행하였다. 그림 12는좌우 3°의간격으로기울어
짐을 발생시키고그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
험 결과, 기울어짐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의 성능이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
적으로포지티브데이터를추가하거나검출된결과영상의

기울기 보정을 통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입력 영상에 검출된표지판 영역을 네모로표시하고, 좌
측 상단에인식된제한속도표지판을출력하여 인식 결과

그림 11. 채도 변화에 따른 속도표지판의 검출 및 인식 결과의 예
Fig. 11. Results of detection and recognition according to chroma variation

그림 12. 기울기 변화에 따른 속도표지판의 검출 및 인식의 예
Fig. 12 Results of detection and recognition according to tilt variation

 

그림 13. 오인식 발생의 예
Fig. 13. Examples of speed sign recogni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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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일반 도
로, 고가도로뿐만아니라시내, 그림자및해질녘등표지
판의복잡한주변환경이나색특성이변질될수있는상황

에서도강인한성능을 보였다. 그림 13은인식 과정에서의
오 인식 사례를 보여준다. 다양한 상황에서 높은 인식률을
보였으나, 속도 표지판이가로 혹은 세로로 2개 이상 연결
되어 있는 경우나 빨간색 원 특성을 가진 다른 표지판을

속도 표지판으로 인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였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실 도로 영상에서 속도 제한 표지판 인식의

성능향상과처리속도개선을위한방법을제안하였다. 제
안한가중치가적용된 YUV 색공간을이용하여표지판의
색특징을강조한후, 표지판영역을검출하였다. 표지판으
로 검출된 후보 영역에는 적응적 ROI 적용을 통하여 제한
속도 숫자 부분을 추출하여 표지판 테두리 부분을 제외함

으로써, 분류과정에서의오검출및오인식경우를감소시
킬 수 있었다. 추출된 숫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하(Haar) 
특징 기반의 아다부스트(Adaboost) 분류기를 활용하였으
며, 캐스케이드(Cascade) 기법을 활용하여 성능에 따라 분
류기를순차적으로적용함으로써강분류기의관심영역을

최소화하였고, 이에따라처리속도를향상시킬수있었다. 
본논문에서제안한방법의실험결과는시내, 시외, 고속도
로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우수한성능을나타내었다. 더불
어 프레임평균 0.05초정도의 처리 속도를보유하여 실시
간 처리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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