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11, November 2018(pp. 1244-1253)

https://doi.org/10.9717/kmms.2018.21.11.1244

1. 서  론

구글(Google)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

Go)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출현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장치 및 제품의 지능

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지능화하

여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 자동

차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구글을 

비롯한 정보기술 업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의 상황 인지 

기술이 필수적이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에 지속

적으로 탐지해야 할 주요 정보들, 예를 들어 차선,

신호등, 주변의 주행 차량, 보행자 등의 정보들을 자

동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호등은 교차로의 

진입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

하는 신호로, 차선과는 달리 동적으로 변하는 신호이

기 때문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들의 주의 집중

이 요구된다. 2017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

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47.3%였

고, 사망자는 33.1% 달하였다. 따라서 신호등을 자동

으로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교차

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등 인식은 신호등의 검출과 판별의 두 부분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호등은 대개 검은색 함체에 

점멸등이 배치되어 있고, 함체는 사각형의 형태를 가

지므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여 신

호등을 검출하였다. Cai 외[1]는 RGB 컬러모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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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어둡고 채도가 낮은 영역들을 추출한 후 각 

영역에 대한 면적, 종횡비 등을 통해 신호등 함체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 연구에서도 다수 진

행된 바 있다. [2-4]의 연구에서는 신호등 함체 영역

에 나타나는 적색, 녹색, 황색, 흑색의 범위를 HSV

컬러모델로 정의하여 신호등 함체 및 점등 영역을 

분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등 함체를 탐색하지 

않고 신호등 점등 영역만을 검출한 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신호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적색,

황색, 녹색 신호등 영상이 내포하는 특징을 심층 신

경망으로 학습시킨 후 도로 영상에서 관심 영역을 

추출하여 신경망의 입력으로 제공하면 해당 영역이 

신호등 인지, 신호등 이라면 어떤 신호를 나타내는지

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신호등 

인식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기존 방식의 장단점을 기술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호등 점등 영역 추출 방법과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신호등 인식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용한 실험 결

과를 5장에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안된 신호등 인

식 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도로 영상에서 신호등을 인식하는 접근 방식은 주

야간 시간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야간 도로 

영상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채도가 낮게 나타나며, 신

호등 함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간 영상에서 신호등을 인식하

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주간 영상에서 신호등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색상 

정보는 신호등 검출은 물론 신호등 판별을 위한 필수

적인 정보이다. 컬러모델에 따라 시점 및 조도 변화

에 따른 색상 변화의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난다[5].

이러한 이유로 입력 컬러영상으로부터 신호등이 나

타내는 색상 정보를 안정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다양

한 컬러모델에 대한 탐색 및 적용이 이루어져 왔다.

RGB 컬러모델은 날씨 및 시간대에 따른 조도변화

에 따라 RGB 성분 값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Omachi 외[6]는 정규화된 RGB 컬러공간인 rgb 컬러

공간에서 적색, 황색, 녹색, 검정색의 범위를 정의하

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영역은 백색으로 취급

하였다. 소벨(Sobel) 연산자로 에지를 검출한 후 허

프 변환(Hough transform)을 이용한 원형 검출을 통

해 신호등을 검출하였다. Diaz-Cabrera 외[7]의 연구

에서도 정규화된 RGB 컬러모델을 이용하고 있는데,

rgb 채널별 임계값으로 색 구분을 위한 범위를 설정

하지 않고 rgb 채널들 간의 차이 값을 색 구분을 위한 

임계값으로 설정하였다. 적색, 녹색, 황색 영역들이 

검출되면 해당 영역의 외접 사각형이 정사각형에 가

까운지를 판별한다. 신호등에서 색상별 점등 영역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메인 지식을 이

용하여 이웃한 영역에 나타나는 소등된 영역을 탐지

하여 신호등을 인식한다. 신호등 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다수가 HSV 컬러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색상, 채도, 명도 채널별로 임계값을 

설정한 후 영상을 구성하는 임의 화소를 설정된 범위

와 비교하여 특정 영역이 신호등의 일부인지 그리고 

어떤 색상인지를 판단한다. Kim 외[3]의 연구에서는 

신호등 함체 영역에 나타나는 적색, 녹색, 황색, 흑색

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Jeong 외[4]의 연구에서

는 녹색과 검정색의 경우에는 (채도-명도) 값의 범위

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Jo 외[2]는 황색을 제외

한 적색, 녹색, 검정색의 3가지 색상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 신호등 점등영역을 검출하였다. 그러나 이

들 연구에서 설정한 색상별 임계값의 범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색상별 임계값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연

구들이 내포하는 다른 문제점은 신호등 점등 영역이 

과포화(over-saturated)되어 색 정보가 유실되는 상

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Moizumi 외[8]는 L*a*b* 컬러모델을 이용하여 색

상과 명도를 분리하였다. 전형적인 신호등 영역을 검

출할 때는 a*채널과 b*채널을 이용하고, 과포화된 신

호등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L*채널을 사용함으로

써 적색이나 녹색 점등 영역이 과포화에 의해 색의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Kim[9]은 채도와 명도 정보를 기반으로 점등 영

역을 검출하며, 조도 변화에 강인한 정규화된 RGB

컬러모델을 이용하여 점등 영역 색상을 모델링 하였

다. 적색등, 황색등, 녹색등의 3가지 색상과 소등되었

을 때의 검정색, 그리고 과포화에 의한 점등 영역을 

백색으로 모델링하여 신호등 인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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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DNN

(deep neural network) 등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신호

등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Ozcelik 외

[10]는 HSV 컬러공간에서 허프 변환을 통해 추출한 

신호등 후보 영역을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신호

등을 식별하였다. Jang 외[11]와 Zhou 외[12]는 각각 

HSV와 RGB 컬러공간에서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특징을 추출한 후 SVM 분류기

를 이용하여 신호등을 인식하였다. Weber 외[13]는 

신호등 영역의 검출 및 식별을 모두 심층 신경망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Behrendt 외[14]는 

심층 신경망을 통해 신호등을 검출한 후 연속된 프레

임에서 신호등을 추적하여 인식률을 개선하였다.

3. 신호등 점등영역 검출

신호등은 검정색 함체에 신호를 나타내기 위한 점

멸등이 배치되어 있다. 3색등은 적색, 황색, 녹색의 

점멸등이 배치되어 있고, 4색등은 여기에 좌회전 표

시등이 추가된다. 점멸등은 영상 내 다른 영역에 비

하여 밝게 나타나고, 신호등 함체는 검정색을 띤 직

사각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신호등 검

출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신호등 검출을 위

하여 점등영역과 신호등 함체를 모두 탐색하는 기존 

연구들[1-3, 8]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점등영역만

을 탐색한다. 신호등의 점등영역은 일조량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서는 점등영역의 검출 실패를 줄이기 위하여 색 구분 

임계값의 범위를 여유 있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색 구분을 위하여 정의한 범위가 연구들 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점등영역에 과포화가 발생하는 

경우 색 구분이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등 점등영역 검출 단계에서 색

상별 범위를 정의하지 않고 명도와 채도를 이용하는 

접근 방식[9]을 채택하였다. 신호등 점등영역은 조도

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만, 명도와 채

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적

인 경우 점등영역은 명도와 채도가 높게 나타나며 

점등영역에 과포화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도는 낮지만 명도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신호등 점등영역 검출을 

위한 특징 영상을 생성한다. Fig. 1은 점등영역 영상 

를 생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3.1 점등 후보영역 추출

RGB 컬러영상을 HSV 컬러영상으로 변환하여 대

응되는 화소의 채도(S)와 명도(V) 값을 곱하여 실수 

영상 ×을 생성한다. 이 영상은 신호등의 점등영역

이 충분히 밝게 나타나지 않아도 채도 값에 의해 보

상되며, 채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더라도 명도 값에 

의해 보상되는 효과를 갖는다. 영상 ×의 화소 값

들을 0부터 255까지의 범위로 정규화한 영상 을 

임계값 로 분할하여 점등영역이 전경으로 나타나

는 이진영상 을 구한다. 식 (1)에서 은 120으로 

설정하였다. Fig. 2-(a)는 블랙박스 입력영상으로, 적

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관심영역(ROI, region of in-

terest)을 대상으로 신호등 점등영역을 추출한다.

Fig. 2-(b)에 제시된 ROI 영상에서 왼쪽 신호등에서 

과포화로 인해 채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Fig. 2-(c)의 

이진영상 에 점등영역이 추출되지 않았다.

         ≥ 

  
(1)

신호등 점등영역에 과포화가 발생하면 채도는 매

우 낮게 나타나지만 명도는 높게 나타나므로, 이 경

우에는 밝기 값만으로 신호등 점등영역을 탐색한다.

신호등 점등영역의 채널별 명도 특성을 이용하여 식 

(2)에 의해 이진영상 를 생성한다. 식 (2)에서  ,

 ,  는 RGB 컬러영상을 R, G, B 채널별로 분리한 

명도영상으로, 본 연구에서 는 150으로 설정하였

Fig. 1. Overall process for creating an image of light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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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G채널 화소의 명도 값이 150이상이고, R

채널 또는 B채널 화소의 명도 값이 150이상인 화소

들이 이진영상 의 전경이 된다.

‘

(2)

3.2 점등영역 영상 생성

이진영상 과 에는 신호등 점등영역 외에 여러 

다른 영역들이 포함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영상 과 

에 존재하는 거짓긍정(FP, false positive) 영역을 

신호등 인식단계 이전에 미리 제거한다면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FP

영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형태학 열림 연산을 이용하

여 잡영을 제거하고, 연결요소에 대하여 윤곽선을 추

출한 후 크기와 형태 분석을 수행한다. 자동차에 부

착된 카메라와 신호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신

호등의 위치는 영상의 위쪽으로 이동하고, 신호등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윤곽선의 반경이 

3픽셀 미만이거나 20픽셀을 초과하는 윤곽선에 해당

하는 영역들을 FP영역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이

진영상 과 에 존재하는 연결요소들을 영역 크기

에 의해 필터링하여 생성한 영상 과 를 식 (3)에 

의해 병합하여 점등영역 영상 를 생성한다. Fig.

3-(a)는 Fig. 2-(d)로부터 연결요소의 크기를 기준으

로 필터링한 결과 영상이고, Fig. 3-(b)는 필터링을 

거친 두 영상을 병합한 점등영역 영상을 예시한 것이다.

   max      (3)

신호등의 점등영역은 원형이므로 식 (4)에 의해 

(a) (b)

(c) (d)

Fig. 2. (a) input image, (b) ROI image (c) binary image B1, (d) binary image B2.

(a) (b)

Fig. 3. (a) size filtered image F2, (b) merged imag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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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의 원형도(roundness)를 계산하여 점등영역 

영상 에 남아 있는 FP영역을 제거한다. 는 면적을 

의미하고, 는 직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 클수록 

윤곽선이 원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15]. 본 연

구에서는 가 5.0 보다 작은 영역을 제거하였다.

 


(4)

4. 신호등 인식

점등영역 영상에 나타난 연결요소들이 신호등의 

일부인지, 만약 그렇다면 신호등은 어떤 신호를 나타

내는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심층 합성곱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을 도입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신호등 인식은 정지(적색등), 통과

(녹색등), 진입시 통과(황색등)의 3가지 신호를 식별 

대상으로 한다.

4.1 DCNN 입력 데이터

점등영역 영상에 나타난 연결요소들을 기반으로 

신호등을 검출하게 되는데, 점등영역의 색상 정보만

으로는 신호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점

등영역에 과포화가 발생할 경우 점등된 부분의 색상

을 구별할 수 없다. 신호등은 적색등, 황색등, 녹색등

의 순서로 좌에서 우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점등영역

의 위치가 신호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등영역을 확장하여 DCNN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Table 1은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각 클래스별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입력 데이터를 예시한 것이다. 적색등과 녹

색등은 점등영역을 중심으로 각각 우측과 좌측으로 

점등영역 크기를 확장하였고, 황색등은 점등영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확장하여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였

다. 점등영역 영상에는 신호등 점등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즉 FP(false positive)영역이 남아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FP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비신호등, 즉 배

경에 대한 입력 데이터도 요구된다. 배경 데이터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 영상으로부터 랜덤으로 위

치와 크기를 선택하여 생성하였다.

4.2 DCNN 모델 및 학습

신호등을 인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DCNN 모델의 구조는 Table 2와 같다. 입력 데이터

는 크기가 32×8로 정규화된 RGB 컬러영상이며,

DCNN은 3개의 합성곱 신경망과 2개의 완전연결 신

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널의 크기는 (3, 3)이고,

활성화 함수는 최종 단계에서 softmax를, 그 이전 

단계에서는 Relu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경망의 과

적합(over fi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롭아웃

(dropout)을 적용하였다.

DCNN 모델의 학습과 평가를 위하여 입력 데이터

의 75%는 훈련 데이터, 25%는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

시켰다. 학습율은 0.001, 배치 크기는 32, 옵티마이저

는 adam, 전체 훈련 데이터에 대한 반복 학습의 횟수는

50으로 설정하여 DCNN 모델을 학습시킨 후 DCNN 모

델을 평가한 결과 정확도(accuracy) 99.91%를 얻었다.

4.3 신호등 식별

제안된 DCNN 분류기의 입력 영상은 점등영역의 

Table 1. Each class size of the training data 

Red Light Yellow Light Green Light Background

No. of data 68 60 222 1,850

Red lights

Yellow lights

Green light

No traffic light

Fig. 4. Samples of the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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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과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점등영역을 확장한 

영상이 입력이 된다. 점등영역의 색상에 따라 점등영

역을 좌, 우, 또는 좌우로 확장하여야 하는데, DCNN

분류기의 입력 단계에서는 점등영역이 어떤 색상인

지 미리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점등영역 영상내의 연

결요소에 대하여 최소외접사각형을 구한 후 좌측으

로 확장한 영상, 좌우로 확장한 영상, 우측으로 확장

한 영상을 모두 DCNN 분류기의 입력 영상으로 사용

한다. 즉, 한 개의 점등영역에 대하여 총 3개의 점등

영역 확장 영상이 만들어져 DCNN 분류기로 입력된

다. Fig. 5는 한 개의 점등영역으로부터 생성된 3개의 

영상  ∼을 예시한 것으로, 제시된 사각형은 점등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영상 위에 중첩하여 표시한 것이다.

한 개의 점등영역에 대하여 3개의 영상이 DCNN

분류기에 입력이 되므로, 3개의 인식 결과가 출력된

다. 3개 영상 각각에 대한 인식 결과를 종합하여 점등

영역에 대한 최종 인식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3개 중 한 개만 신호등으로 인식되고,

나머지 두 개는 배경으로 식별되면 인식된 신호등의 

결과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Fig. 5의 경우 왼쪽 첫 

번째 영상인 이 녹색등으로 인식되고, 나머지 두 

개는 배경으로 인식되면 해당 점등영역은 녹색 신호

등으로 인식된다. 점등영역이 황색등인 경우, 첫 번

째 입력 영상 은 배경으로 인식되고, 2～3번째 입력 

영상 와 는 각각 황색등과 적색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황색등으로 인식 결

과를 출력한다.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모두 배경으로 

판정한다.

알고리즘: 3개 영상에 대한 인식 결과로부터 최종 

인식결과를 도출

 = 배경으로 인식된 영상의 개수

if (  == 2 )

최종 인식 결과 = 나머지 1개 영상에 대한 인식 결과

else if ( == 1) and (영상 ==황색등 and 영상 ==

녹색등)

최종 인식 결과 = 황색등

else

최종 인식 결과 = 배경

5. 실험 결과 및 분석

5.1 실험 데이터

실험을 통해 제안한 신호등 인식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 데이터와는 별도로 주간에 도

심 지역에서 촬영한 총 12개의 동영상을 테스트 데이

터로 이용하였다. 동영상은 30fps로 촬영되었으며,

각 프레임은 1,920×1,080의 해상도를 갖는다. 동영상 

내의 모든 프레임을 처리하려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

므로, 본 실험에서는 5개 프레임 간격으로 영상을 처

리하였다. Table 3은 실험 데이터에서 영상 중앙부의 

신호등 탐지 영역에 존재하는 신호등에 대한 검증자

료(ground truth)이다. 신호등 탐지 영역에 존재하는 

신호등의 최소 크기는 반경이 3픽셀이다. 동영상 1

번～6번은 겨울에 촬영한 것이고, 동영상 7번～12번

은 여름에 촬영한 것이다.

5.2 성능 측정

제안된 신호등 인식 방법에 대한 성능은 프레임 

단위로 측정하였다. 신호등 인식은 신호등 검출과 식

Table 2. Architecture of the DCNN classifier

Input 32×8×3

Convolution
filter: 32, kernel: (3, 3),

activation: Relu

MaxPooling kernel: (2, 2)

Dropout rate: 0.25

Convolution
filter: 64, kernel: (3, 3),

activation: Relu

Convolution filter: 64, kernel: (3, 3)

MaxPooling kernel: (2, 2)

Dropout rate: 0.25

Fully connected units: 512, activation: Relu

Dropout rate: 0.5

Fully connected units: 4, activation: softmax

  

Fig. 5. Input images of the DCNN classifier.



125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11호(2018. 11)

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신호등 검출

에 대한 성능은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

로 나타낼 수 있다. 정밀도는 신호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프레임 중에서 신호등이 실제 존재하는 프레

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식 (5)에서 TP는 참 긍

정(true positive)으로 신호등이 존재할 때 신호등을 

검출한 프레임의 개수, FP는 긍정 오류(false pos-

itive)로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등을 검출한 프레임의 

개수를 나타낸다. 재현율은 실제로 신호등이 존재할 

때 신호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프레임의 비율을 나

타낸 것이다. 식 (6)에서 FN은 부정 오류(false neg-

ative)로 신호등이 존재하는데 신호등을 검출하지 못

한 프레임의 개수를 의미한다. Table 4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정밀도 93.9%, 재현율 91.6

%의 신호등 검출 성능을 보였다.

Pr 


× (5)

 


× (6)

신호등 식별에 대한 성능은 식 (7)의 정확도(acc-

uracy)로 측정하였다. 정확도는 신호등의 상태를 올

바르게 식별한 프레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TC

(true class)와 FC(false class)는 신호등이 존재할 때 

신호를 올바르게 식별한 프레임이 개수와 그릇되게 

식별한 프레임의 개수이다. TN은 참 부정(true neg-

ative)으로 신호등이 없을 때 신호등이 없다고 판단

한 프레임의 개수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은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89.4%의 정확도를 보였다.

 


× (7)

DCNN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개수가 비교적 작

은 편이기 때문에 케라스(Keras)에서 제공하는 Image

DataGenerator 클래스를 이용하여 학습데이터를 확

장하였을 때, 인식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실험하

였다.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기 위하여 회전 및 이동 

변환을 수행하였다. 회전 변환은 ±10도, 이동 변환은 

좌우, 상하 각각 10% 범위내로 하였다. 적색, 녹색,

황색 신호등 데이터는 각 영상 당 10개, 비신호등 데

이터는 각 영상 당 5개의 영상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748개의 적색 신호등, 660개 황색 신호등, 2,442

개의 녹색 신호등, 그리고 11,100개 배경 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Table 6은 확장된 학습데이터

로 DCNN을 학습시켜 신호등 인식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학습데이터를 확장하기 전에 비하여 재현

Table 3. Ground truth of test data

Video Clip # of total frames
# of processed frames

Red Yellow Green None

01～06 3,193 7 27 242 360

07～12 2,374 80 0 132 260

Total 5,567 87 27 374 620

Table 4. Performance of traffic light detection

Video Clip TP FP TN FN Precision Recall

01～06 255 12 348 21 95.5% 92.4%

07～12 192 17 243 20 91.9% 90.6%

Total 447 29 591 41 93.9% 91.6%

Table 5. Performance of traffic light recognition

Video Clip
Traffic light exist No traffic light

Accuracy
TC FC TN FP

01～06 224 52 348 12 89.9%

07～12 175 37 243 17 88.6%

Total 399 89 591 29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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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약간 향상되었으나, 정밀도와 인식의 정확도는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등 영역을 

토대로 추출한 신호등 영상을 신호등이 아니라고 판

단하는 부정오류(FN)는 감소하였으나, 배경 영상을 

신호등으로 판단하는 거짓긍정(FP)이 늘어났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전 변형과 좌우상하 이동에 

의한 변형이 신호등 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표현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호등 영상에 나타

나는 특성을 왜곡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은 제안된 방법과 기존 연구[11, 13]의 실

험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호등 인식 성능은 동

영상을 획득할 당시의 계절, 날씨,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신호등 검출 및 인식을 위한 

카메라와 신호등간의 최대 거리에 따라서도 성능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최대 거리가 50 m라면 동

영상의 각 프레임에서 카메라와 신호등간의 거리가 

50 m이내에 존재하는 신호등만을 인식 대상으로 함

을 의미한다. 즉 최대 거리를 벗어나 너무 작게 나타

나는 신호등은 인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신호등이 작게 나타날수록 인식 오류가 발생

하므로 최대 거리가 멀수록 인식 성능은 저하된다.

실험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제시

된 실험 조건을 감안하여 비교해 본다면 제안한 방법

의 성능을 개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Table 7에

서 제안된 방법, Jang 외[11], Weber 외[13]의 연구들

은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만을 이용한 결과이고,

Jang 외[11]+는 영상은 물론 위치기반 시스템과 디지

털 지도를 부가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Weber 외

[13]의 연구는 최대거리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상

도가 낮은 경우 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입력 

영상이외에 추가적인 정보 없이 신호등을 인식한 기

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프레임 당 평균 

처리 속도는 물론 신호등 검출 및 인식 성능 면에서

도 제안된 방법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색상은 신호등 검출 및 식별을 위한 중요한 특징

이지만, 야외에서 획득되는 영상의 특성상 조도 변화

에 의하여 색상이 민감하게 변화한다. 특히 신호등 

점등 영역에 과포화가 발생하면 적색등, 녹색등, 황

색등이 모두 흰색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도 변화에 강인한 신호

등 점등 영역 추출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검출된 영

역을 확장한 후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신호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개 

신호등 함체를 검출하여 신경망 입력으로 사용하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점등 영역만을 검출한 후 점등 

영역을 좌측, 우측, 좌우로 확장한 영상을 신경망 입

력으로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신호등 색상의 식별을 

신호등 인식 단계로 늦춤으로써 신호등 검출 단계에

Table 6. Performance of the DCNN using augmented data

Video Clip
traffic light detection recognition

Precision Recall Accuracy

01～06 85.9% 92.8% 88.4%

07～12 87.6% 94.5% 86.9%

Total 86.6% 93.5% 87.7%

Table 7. Performance comparison of traffic light recognition

Method
Max

distance

Image

Resolution

Processing

Time

Detection Recognition

Precision Recall Accuracy

Jang et al.[11] 80 m 2,040×1,086 178.8 ms 86.9% 78.4% 81.3%

Jang et al.[11]+ 80 m 2,040×1,086 11.2 ms 99.7% 92.8% 95.5%

Weber et al.[13] NA
640×480 28.8 ms 90.6% 96.3% 88.2%

1,280×960 80.0 ms 95.8% 91.5% 96.5%

Proposed
70 m

1,920×1,080 32.3 ms
93.9% 91.6% 89.4%

50 m 95.5% 99.6%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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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색상 변화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유보하는 이점이 

있다. 도심에서 주간에 획득한 12개의 동영상에 대하

여 신호등 인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하는 방법

은 신호등 검출의 정밀도는 93.9%, 재현율은 91.6%

였으며, 신호등 인식의 정확도는 89.4%를 보여 제안

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포화에 의한 흰색을 점등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배경의 일부가 점등 영역으로 오인식되는 경우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호등 검출 및 식별 단계

에서 점등 영역 주변의 텍스처 정보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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