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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detect zebra-crossing using deep learning which combines SegNet and 

ResNet. For the blind, a safe crossing system is important to know exactly where the zebra-crossings are. Zebra-
crossing detection by deep learning can be a good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robotic vision-based assistive 
technologies sprung up over the past few years, which focused on specific scene objects using monocular 
detectors. These traditional methods have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with relatively long processing times, and 
enhanced the zebra-crossing perception to a large extent. However, running all detectors jointly incurs a long 
latency and becomes computationally prohibitive on wearable embedded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for fast and stable segmentation of zebra-crossing from captured images. The model is improved based on 
a combination of SegNet and ResNet and consists of three steps. First, the input image is subsampled to extract 
image features and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of ResNet is modified to make it the new encoder. Second, 
through the SegNet original up-sampling network, the abstract features are restored to the original image size. 
Finally, the method classifies all pixels and calculates the accuracy of each pixel. The experimental results prove 
the efficiency of the modified semantic segmentation algorithm with a relatively high compu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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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SegNet과 ResNet을 조합한 딥러닝을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안전한 교통 시스템에서 중요하다. 딥러닝에 의한 횡단보도 검출은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로봇 시각 기반 보조 기술은 지난 몇년 동안 카메라를 사용하는 특정 장
면에 초점을 두고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비교적 긴 처리 시간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으며 횡단
보도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은 지연 시간이 길고 웨어러블 장비에서 실시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취득한 영상에서 횡단보도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한
다. 모델은 SegNet과 ResNet을 기반으로 개선되었으며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입력 영상을 서브샘플링하여 이미
지 특징을 추출하고 ResNet의 컨벌루션 신경망을 수정하여 새로운 인코더로 만든다. 둘째, 디코딩 과정에서 업샘
플링 네트워크를 통해 특징맵을 원영상 크기로 복원한다. 셋째, 모든 픽셀을 분류하고 각 픽셀의 정확도를 계산한
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하여 수정된 시맨틱 분할 알고리즘의 적격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결과 출력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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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 비전은  자율주행차와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을 구현(Fernandes et al., 2011)하고 교통 안전을 강
화하기 위해 연구되어 오고 있다(Taie et al., 2013). 복잡한 
지역의 교차로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
는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다(Roters et al., 2011). 사용자
가 시각 장애와 같은 장애가 있을 때 교차로에서 많은 불편
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 기술과 도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Zhai et al., 
2015)．
횡단보도는 교통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횡단
보도의 복잡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Long et al., 2015)．전통적인 횡단보도 식별 방법 중 
하나는 EDlin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횡단보도 줄무늬 에지 
부분의 기울기 값의 변화를 특징으로 사용하였다(Mascetti 
et al., 2015).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횡단보도 줄무늬 픽셀 그레
이 레벨 정보의 고대비를 파악하고 바이폴라 속성을 사용하
여 횡단보도를 식별하였다(Yang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와핑해야 하므로 알고리
즘의 계산 시간과 오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횡단보도 영역의 탐지 시 처리 시간
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SegNet과 ResNet 
(Residual Network)을 조합한 머신러닝에 기반한 방법 제안
한다. SegNet은 기존의 분할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인코더
(encoder) 네트워크, 디코더(decoder) 네트워크, 픽셀 분류 레
이어로 구성된다(Badrinarayanan et al. 2017). 인코딩 네트
워크는 VGG16의 처음 13개의 컨벌루션 레이어와 동일한 13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된다. SegNet의 핵심 구조는 디
코더 부분으로서 인코더 된 특징맵(feature map)을 3번 업샘
플링(upsampling)한 후 소프트맥스(softmax)를 추가하여 각 
채널의 확률을 분류하고 각 픽셀을 분류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인코더 네트워크에서는 단일 컨벌루션 레이
어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연결하는데, 레이어 수가 적을 때 
네트워크를 심화하는 방법은 좋은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지
만 레이어 수가 일정 수 이상 많아지게 되면 인식률이 반대로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He et al., 2016). 그 이유는 신경망
이 깊어지면 역전파 과정에서 그래디언트가 점차 소멸되어 이
전 레이어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gNet의 원래 인코더 부분을 

ResNet을 사용하여 대체하고 신경망을 최적화할 것을 제
안한다. He et al.(2016)은 제안한 DRL (Deep Residual 

Learning)은 네트워크 저하(degradation) 문제, 즉 모델의 계
층 수가 증가하면 오류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상 모델의 깊이가 증가하면 학습 능력이 증가하
므로 얕은 모델보다 높은 오류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오히려 학습능력이 저하된다. ResNet은 이러한 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He et al., 2016). 
본 논문은 결과 분석 과정에서  제안한 모델을 UNet, 

PSPNet, DeepLab의 시맨틱 분할 모델들과 비교한다. UNet
은 의료영상처리를 위해 Zhong et al.(2020)가 제안한 것으
로 핵심 네트워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특징 추출 네
트워크 다운샘플링, 복구 네트워크 업샘플링과 스킵커넥션
(skip connection)으로 구성된 모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조가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더 나은 분
할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Zhao et al.(2017)
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모델이 복
잡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모든 정보를 얻지 못해서 좋은 분
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피라미트 풀링(pyramid 
pooling) 모듈에 기반한 PSPNet을 제안하였다. 이 모듈은 피
처 레이어(feature layer)를 업샘플링을 통해 각각 풀링하고 
융합된 4가지 크기의 피처로 나눈다. Chen et al.(2018)가 제
안한 DeepLab은 딥 컨벌루션 신경망 (DCNN)과 확률적 그
래프 모델을 결합한 방법이다. 즉 픽셀을 분류할 때 DCNN
의 출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주변 픽셀의 변경도 고려해
서 분할 결과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분석에서는 위 모델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비
교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과 네트워크 구조

2.1 연구방법

각 픽셀별로(pixel-wise) 시맨틱(semantic) 분할을 위하여 
Badrinarayanan et al.(2017)은 Fig. 1과 같이 심층 완전 컨볼
루션 신경망 구조인 SegNet을 제안했다. SegNet에는 인코더 
네트워크와 디코더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인코더의 목적은 
영상 크기을 줄여서 적은 메모리로 깊은 컨볼루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력받은 영상의 정
보를 압축된 벡터에 표현한다. 디코더의 기능은 주로 결과의 
차원을 늘려서 입력영상과 같은 차원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
이다. 디코더를 통해서  입력영상과 같은 영상의 크기로 만들
어 내고 픽셀 분류 작업도 실행하는 것이다. SegNet의 혁신
은 Fig. 1과 같은 특징맵을 위한 디코더의 업샘플링 처리 방
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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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the encoder to decoder system. 
Example of SegNet model(Badrinarayanan et al., 2017)

이를 통해 SegNet은 객체의 경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술을 
통한 정확도 향상, 파라미터 수의 감소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이
뤄낼 수 있었다. 이후에 일괄정규화 레이어(batch normalization 
layer)를 거친 후에 소프트맥스 분류자(softmax classifier)를 통
하여 각 픽셀 단위로 분류를 수행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계층의 
수가 점차 깊어지고 계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SegNet도 딥 네트
워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신경 네트워크의 깊이는 최종 분류 및 인식 효과에 큰 영향
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깊게 설
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트워크가 매우 깊으
면 일반 네트워크(plain Network)의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가 점
점 더 악화된다. 그러나 너무 얕은 네트워크(shallower network)
는 신경망의 학습 과정에서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ResNet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심화시키면
서 기울기 소멸의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He et al., 2016).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ResNet은 더 깊은 네트워크를 훈련
하면서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Fig. 2는 숏컷(shortcut) 연
결에 의해 생성된 잔차 블록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일반 
네트워크가 Fig. 2(a)와 같이 입력값들로부터 출력값들로의 매
핑이 직접 피팅되는 것과 달리 잔차 네트워크(residual network)
에서는 Fig. 2(b)와 같이 네트워크가 입력값들로부터 출력값들
로의 매핑이 잔차를 이용한 잔차매핑(residual mapping)에 피팅
하는 것으로 모델링 한다(He et al., 2016). 

 

（a）                                             (b) 
Fig. 2. Network block comparison.
（a）Normal Block; (b) Residual Block

2.2 네트워크 구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차매핑을 학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He et al., 2016). Fig. 2(a)는 일반 네트워크
(plain network)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Fig. 2(b)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잔차학습(residual learning) 방식은 이전 레이어에서 
사용되었던 피처 를 연계하여  바로 직전의 피처들과 
합쳐서 다시 매핑   정의하게 된다. 각 레이어의 입력에 
대한  를 만들어 잔차 함수(residual function) 를 
형성한다. 이 잔차 함수는 최적화하기가 더 쉽고 네트워크 계
층을 휠씬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위에 표시된 Fig. 2(b)와 같은 
잔차 블록은 아래 Eq.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where  represents the nonlinear function ReLU(Rectified 
Linear Unit) and  and  represent the weight of the 
layers 1 and 2, respectively. ReLU is a nonlinear function ex-
pressed as    max for input .

다음으로 아래 Eq. (2)와 같이 출력  는 숏컷과 두 번
째 ReLU로 얻는다.

          (2)

where  represents the weight of each layer and  rep-
resents the weight of the original input.  is the re-
sidual mapping.

출력 사이즈 및 채널 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를 선
형 변환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where   represents the weight of each layer and   
represents a linear projection.

Fig. 3은 잔차 블록(residual block)의 두가지 유형으로서 동
일 블록(identity block)과 컨볼루션 블럭(convolution block)을 
나타낸다. 동일 블록은 Fig. 3(a)과 같이 입력 차원과 출력 차
원이 동일한 블록이다. 컨볼루션 블록은 Fig. 3(b)과 같이 입력 
및 출력 차원이 동일하지 않고 입력의 차원를 출력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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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다.
 

                     （a）                                                  (b) 
Fig. 3. Two types of residual blocks.（a）Identity block; (b) 

Conv block

3. 제안한 모델의 구조

본문에서 제안하는 신경망의 구조는 Fig. 4와 같다. 네트워
크 프로세스는 Fig. 4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실험 
이미지를 입력한 후 크기를 (416*416*3)로 조정하고 처리된 이
미지에서 컨볼루션 및 맥스풀링(max pooling)을 통해 특징맵
(104*104*64)을 얻는다. 여기서 104*104는 특징맵의 크기이고 
64는 채널의 갯수이다. 다음으로 획득한 특징맵을 잔차 모듈에 
입력한다. 각 잔차 모듈은 특징맵의 크기와 채널 수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Conv 블록으로 시작한다. Identity 블록은 특징맵
의 차원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련의 여러 Identity 블록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심화할 수 있으
며 객체(object)의 정보가 포함된 특징맵을 얻을 수 있다. 인코더
가 획득한 특징맵을 Conv2D를 통해 채널 수를 변경하여 업샘
플링하고, 업샘플링은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로 특징맵을 확대
하기 위한 풀링(pooling)의 역처리로 간주할 수 있다. 세 번째 업

샘플링을 통과한 후에 특징 맵의 크기는 입력할 때와 동일한 크
기로 복원된다. 시맨틱 분할은 배경과 횡단보도 2개로 구분해
서 분할하고, 이를 위하여 크기가 [43264, 2]인 행렬로 형태변환
(reshape)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통해 분류하게 된다.

4.모델 훈련과 실험결과

4.1 모델 훈련

Table 1은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사용된 개발환경을 나
타낸다. Fig. 5는 모델 훈련을 위해 191장 사용한 이미지 중 4개
의 예를 보여 준다. 이미지들은 Visual Object Classes Challenge 
2012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중 90%는 훈련집합(training set)으
로 사용되고 10%는 테스트집합(test set)으로 사용하였다. 마스
크 이미지의 데이터 영상의 크기를 416*416으로 조정하고 학습
을 시작하였다. 기존 모델들에는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을 수행하여 훈련 시간을 줄였다.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for algorithm testing

  
  
  
  
실제로는 충분한 크기의 데이터 세트를 갖는 것이 상대적으
로 드물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훈련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매우 큰 데이터 세트에서 모델을 사
전 훈련한 다음 모델을 동결 학습(freeze-learning) 또는 미세 조
정(fine-tuning)으로 사용하는 것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이라고 한다. 동결 학습(freeze-learning)은 마지막 계층 또는 마
지막 몇 개의 완전연결 레이어(fully connected layer)들을 제외
한 다른 계층(백본 계층)을 고정하고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마지막 계층의 가중치만 다시 초기화하게 되는데, 데이터 
세트 수가 적은 상황에 적합하다. 미세 조정(fine-tuning)은 백
본 부분을 고정하지 않고, 마지막 몇개의 완전연결 계층을 초Fig. 4. Overview of the proposed network 

Items Description

H/W

Processor Intel(R) Core(TM) 
i7-870 

RAM 16 GB

SSD Samsung SSD 750 EVO 
120GB

Graphic Card NVIDIA GeForce 
GTX1050Ti

Operating 
System Windows 10 Pro, 64bit

S/W

Programming 
Language Python 3.6

Learning 
Framework TensorFlow 1.13.2

API Keras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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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하고, 더 많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마지막 몇개의 계층
을 훈련시키고, 낮은 학습률을 사용하여 백본 계층의 매개 변
수를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큰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고 있는 경
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제한된 학습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훈련 효율성을 높이고 가중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완전연결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동결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a）                                 (b)
Fig. 5. The dataset prepared for training the model. (a) 
Original images; (b) Visualization of masking images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SegNet의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을 전
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각각 50 epoch로 개별적으로 훈련하
였다. 전반부에서는 SegNet의 디코더 부분을 먼저 훈련시켜 훈
련이 빠르게 완료되도록 하였다. 이후 후반부에서는 인코더 부
분을 Fig. 4와 같이 대체하고 이를 고정 해제한 후 전체 신경망
을 다시 학습함으로써 인코더 부분의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
는 훈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끝에서 픽셀 분류
를 수행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손실 함수로 
사용하였고 softmax 함수를 이용하여 픽셀들의 개별적인 식별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훈련 중에는 정확도가 3회 연속 향상되
지 않으면 조기 중지가 활성화되어 훈련을 중지하였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반부에서는 11번 epoch에서 종료된 손실 
값은 0.0346이었고, 정확도는 0.9877이었다. 후반부에서는 50 

epoch 과정에 네트워크 전체 훈련은 30번 epoch에서 조기 중지
가 되었다. 요약하면,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100 epoch
중에서 실제 41개 epoch만 훈련해서 결과가 얻어졌고, 이때 손
실값은 0.0067이고 정확도는 0.9976이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
을 위하여 SegNet, UNet, PSPNet, 및  DeepLab도 전이학습을 
통하여 훈련 결과로 얻어진 신경망을 이용하여 횡단보도 영역
을 탐지하였다.

  

（a）                                     (b)     

（c）                                      (d)   
  Fig. 6. The loss and accuracy of the training model are 

divided into two parts. (a) Loss function result of training 
the decoder part; (b) Accuracy result of training the decoder 

part; (c) Loss function result of the overall network; (d) 
Accuracy result of training the overall network

4.2 실험 결과

Fig. 6과 같은 모델 훈련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 내에 횡단보도 이미지 총 12장을 취득하였다. Figs. 
6(a),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반부에서 디코더 부분만을 학습
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loss)과 정확도(accuracy)를 나타낸다. 
이때, 과적합(overfitting)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Figs. 6(c),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후 후반부에서 인코더
와 같이 다시 학습을 함으로써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고 신경망
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이미지를 처
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0.2091s로, 한 영상당 17.4m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Table 2는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을 횡단보도 영역 탐지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2를 분
석하면 원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경우 SegNet, UNet(Zhong 
et al., 2020), PSPNet(Zhao et al., 2017) 및 DeepLab(Ch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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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은 횡단보도 영역 검출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Table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횡단
보도의 검출이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SegNet UNet PSPNet DeepLab Our approach
Total Time 0.2136s 0.2544s 0.2352s 0.3012s 0.2091s

Average Time 17.8ms 21.2ms 19.6ms 25.1ms 17.4ms

Table 2. Running times taken to generate the experimental results

Image Original 
image SegNet UNet PSPNet DeepLab Our

approach

Image 1

Image 2

Image 3

Image 4

Image 5

Image 6

Image 7

Image 8

Image 9

Image 10

Image 11

Image 12

Table 3. Comparison of the segmentation results of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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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기존 연구와 본 연구 결과의 픽셀 정확도 PA (Pixel 
Accuracy)와 IOU (Intersection over Union) 값을 나타낸다. PA
는 이미지내에서 전체 픽셀들 중 정확하게 분류된 픽셀들의 비
율을 나타내며, IOU는 검출된 횡단보도 픽셀들과 실제 횡단보
도 픽셀의 합집합인 픽셀들 중 그들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픽셀
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본문에서 제안한 신경 네트워크 훈련 모
델 결과를 이용하여 얻은 픽셀 정확도와 IOU값이 기존 연구 방
법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검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 모
델은 다양한 각도와 거리 조건에서 취득한 이미지에서 전체 횡
단보도 영역을 기존 방법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함으로
써 확실한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 요약한 바와 같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PA 및 IOU의 평균값은 97.62%, 
86.32%로 기존 방법들에 비해 횡단보도 탐지에 있어 정확도 성
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와 ITS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횡단보도 영역의 검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 프레임 워크를 제안
하였다. 제안한 신경망은 인코더-디코더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
로 ResNet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인코더로 구성되며 횡단보도 
영역 식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ResNet는 기울기의 소
실 현상을 줄이는 데 사용되므로 전체 네트워크는 빠른 수렴
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모델을 훈

Image
SegNet UNet PSPNet DeepLab Our approach

PA IOU PA IOU PA IOU PA IOU PA IOU
Image 1 97.63 70.77 98.77 82.41 90.56 92.18 87.44 83.03 98.68 95.49
Image 2 96.98 81.56 86.89 40.60 84.73 62.55 87.50 69.71 99.31 91.79
Image 3 97.60 80.19 82.99 28.18 85.64 53.77 80.48 58.12 99.35 82.05
Image 4 97.95 89.33 90.19 70.11 90.28 84.51 80.13 44.13 99.31 90.06
Image 5 99.14 43.14 88.34 53.74 89.10 80.75 87.51 63.70 99.52 82.90
Image 6 79.19 67.58 32.76 6.56 38.91 11.84 19.75 7.09 98.96 78.48
Image 7 82.42 52.85 62.18 48.72 74.59 50.80 37.70 50.32 95.60 74.18
Image 8 85.32 80.98 90.91 80.81 88.91 79.59 80.14 81.03 91.73 83.10
Image 9 92.22 74.43 83.34 78.64 89.17 72.04 89.53 70.78 95.40 87.64
Image 10 96.80 87.45 72.12 82.97 71.34 85.07 88.28 86.31 96.55 87.90
Image 11 95.69 71.05 78.61 42.16 80.41 67.55 86.09 70.19 98.97 88.39
Image 12 94.77 92.78 84.32 86.09 88.11 83.69 90.30 91.12 98.04 93.86

Total 92.98 74.34 79.29 58.42 80.98 68.70 76.24 64.63 97.62 86.32

Table 4. Values of evaluation indices for the experimental images shown in Table 3. The numbers are in percent

련할 때 디코딩 프로세스 훈련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다음 전
체 훈련에 인코딩 프로세스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전체 훈련에 
비해 훈련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을 사
용할 경우 전체 횡단보도를 기존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고 검출시간이 짧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
는 소모적인 알고리즘이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
하였고, 단말 장비를 위한 실시간 횡단보도영역 탐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알고리즘 구현
의 복잡성이 낮아서 비교적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로도 프로세
스를 처리가 가능하여 저비용으로 자율주행차와 ITS에서 횡단
보도 영역 추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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