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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의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 및 운전편의 정보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시각 및 지각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조 도구들에 대한 연구 및 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컴퓨터 비전 기반 도로 교통 표지판 자동 검출 및 인식

기술들은 센싱 장비들의 가격 또는 조도와 원근감에 따른 교통 표지판의 색상과 모양 왜곡으로 인해

해당 표지판들의 검출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 탑재가 가능한 저가의 비전 카

메라를 이용하여 교통표지판 칼라 분석 및 원근 보정을 통해 운전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로표지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검출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도로주행영상 내 도로표지판들을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IT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의 대표적 융합사례인 내비게이션

의 경우, 교통정체 감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나 맵 제조사의 일괄 업데이트

로 인한 최신 정보 반영의 어려움과 GPS 음영 및 의도치

않은 jamming 현상은 운전자에게 현재 운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1]. 이는 목적지까지의 경로 산출을 통한 최적 운

행 정보 제공이라는 내비게이션의 본래 목적을 무색케 하

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로써 실세계에 존재하는 도로표

지와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간의 충돌은 운전자로

하여금 올바른 운전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 기반의 도로 교통 표지판 자동 검

출 및 인식 기술이 스마트 운전 정보 제공 시스템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을 위한 센싱

장비들의 높은 가격은 상용차량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CCD 기반의 도로정보수집 시

스템들은 조도와 원근감에 따른 교통 표지판의 색상과 모

양 변화는 해당 표지판들의 검출을 어렵게 한다[2-3].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로 인해 놓치기

쉬운 운행 중의 도로정보들을 저가의 비전 장치 및 조도

변화에 강인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용차량에 적용 가

능한 도로표지판 검출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이 적용된 도로표지판 검출 기법은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로 다양한 실외 밝기 환경에서 도로 표지판의 검출

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제안하는 좌표정보와 영상정보간 결합 기법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차량 내 탑재 가능한 비전 카메라

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도환경에서 촬영된 도로표지판 영

상들을 밝기별로 분류한 후, 표지판 색상 분석 및 카메라

위치 정보 기반의 원근 보정을 통해 도로표지판을 검출한

다. 아래 (그림 1)은 제안 기법의 전체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제안하는 도로표지판 검출 기법의 전체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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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칼라 분석 통한 색상 검출

다양한 조도환경에 노출된 도로표지판 영상들을 수집하

여 명암변화에 강인한 HSI 칼라 영역으로 변환한 후, 히

스토그램 변환을 통해 각 표지판들의 분포특성을 통계적

으로 분석한다[4-5]. 이를 통해 도로표지판 화소들의 색상

분포를 제한하여 효과적인 후보 화소 검출을 수행한다. 이

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학습영상들의 크기: 각 클래스별 영상들의 평

균 가로와 세로 크기로 정규화

[단계 2] 학습 영상을 조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HSI 칼라 공간으로 변환

[단계 3] 학습 영상들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처리

[단계 4] 간소화된 고유칼라공간 산출

[단계 5] 고유칼라공간 내 표지판 후보화소 검출

2.2 원근 보정 통한 모양 검출

칼라 분석을 통해 검출된 표지판 후보 화소 영역들을

perspective transform을 통해 원근 보정을 수행한 후 원

래의 모양을 추정한다. 그 후, 보정된 모양의 에지 검출을

통해 교통표지판 템플릿과의 모양 비교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후보 표지판 색상 화소 영역들이 도로표지판 영역인

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그림 2)는 해당 기법에

대한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 Perspective transform 기반의 모양 검출

3.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교통표지판 검출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도로주행영상들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입력영상은 차량 탑재용 블랙박스의 해

상도를 고려하여 640×480 크기의 칼라 영상을 사용하였으

며 실험을 위한 PC환경은 다음과 같다.

- H/W: CPU: intel core2 quad, 2.4GHz/RAM: 3.5Gbyte

- S/W: Matlab 7.0.4

(a) 입력영상1 (b) 입력영상2

(c) 검출영상1 (d) 검출영상2

(그림 3) 교통표지판 검출결과영상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 탑재 가능한 저가의 차량용 카

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도환경에 노출된 교통표지판

정보를 검출하여 운전자에 제공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 검

출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다양한 조도 환경에 노출

된 도로표지판들을 93%이상의 검출율로 검출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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