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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 표지판 인식은 자율 주행 자동차와 고급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

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 표지판 인식 시스템은 차

량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운전자나 자율주행 시스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존하는 교통 표지

판 인지 시스템은 대부분 컴퓨터 비전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어 있으며

인식 단계와 분류 단계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식 단계의 목적은 교통

표지판이 존재할 만한 ROI (Region of Interest)를 찾는 것이고, 분류 단

계는 교통 표지판의 의미를 찾고, 이에 따라 표지판을 분류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교통 표지판 인지 연구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연구와 실제 차량에 본 시스템을 적용하

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연구로 나뉜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높

은 교통 표지판 인식률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수행의 실시간성을 모두 요

구되며, 더불어 다양한 표지판이 인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현존

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양한 외부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하였다. 즉, 시스템에 적용된 알고리즘이 다양한 날씨, 빛의 변화 및 낮

은 대조를 가지는 영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현존하는 시스템이 지니는 단점을 해결하고,

또한 실시간성을 보장하여 차량 내 실현하기 위해 최적화된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의 인식 단계에서는 케스케이드 기반

인식 방법과 색 기반 컴포넌트간 연결성 분석 기반 레이블링을 수행하여

표지판의 패널을 인식한다. 두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본 시스템은 외부

날씨 및 조도 환경에 강인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방법이 지

니는 단점을 해결하였다. 분류 단계에서는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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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Analysis) 기반 다계층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며, 표지판이 지니는 의미

를 파악한다. 비교적 빠른 분류를 위해 본 단계에 입력되는 영상의 크기

를 비교적 작게 조절하였으며, 사용되는 특징은 주성분분석을 통해 취득

하였다. 주성분분석은 입력 데이터를 비교적 낮은 차원으로 압축하기에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입력되는 데이터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

에는 좋은 분류 특징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분석에 최적화된 별도의 이미지 필터링을 분류 단계에서 수행한다.

본 논문은 교통 표지판 인지를 위해 최적화된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따른 실험 결과를 서술한다. 실험의 목적은 본 시스템이 차량 내에

실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인지 단계 별 성능과

시스템으로써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실험 데이터로는 독일 교통 표지

판 인식 및 분류 벤치마크의 데이터와 저자가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주요어 : 표지판 인식, 컴퓨터 비전, 실시간성, 주성분분석 기반

서포트 벡터 머신, 케스케이드 기반 인식

학 번 : 2012-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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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장에서는 교통 표지판의 특징과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이 필수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서술한다. 교통 표지판은 도로에서 운전자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

로 위에서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 교통 법규, 위급 상황 등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해당 상황이 차량에게 닥치기

전에 미리 제공한다.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를 운전자

나 차량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운전자의 안

전을 위해 개발된 여러 종류의 고급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서 사용될 수 있다. 즉,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관련 인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주의한 운

전자가 앞서 닥칠 도로 상황 및 법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또한 본 시스템은 ADAS 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 시스템에서도 필수

적으로 사용된다. 자율 주행 시스템은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

여 주행 경로를 생성하거나 차량을 제어한다. 차량 주변에는 도로 위 및

주변에 위치한 장애물, 훼손된 도로 등 차량이 주행함으로써 고려하여야

하는 많은 악 조건이 존재한다. 만약 자율 주행 자동차가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 경로 생성 및

차량 제어가 불가피하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각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을 인지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자율 주행 자동차에게 제공하여 차

량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 표지판을 인지하려면 교통 표지판

이 갖는 특징을 이용하여야 한다. 교통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색

과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패널과 심볼로 구성된다. 패널은 교통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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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Signs Panels Symbols

표 1. 교통 표지판 패널과 심볼의 예

지판의 외부 형태를 뜻하며, 심볼은 교통 표지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교통 표지판은 역할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 된다; 주의 표지판, 법규 표지판, 지시 표지판  . 지시 표

지판은 주의와 법규 표지판과 다르게 형태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으며,

오각, 사각, 원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색은 청색계열로 이루어져 있

다. 본 표지판은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된 위급한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도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전

용도로, 버스 전용도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주의 표지판과 법규

표지판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이다. 도로

공사, 교차로, 속도 제한 표지 등이 주의와 법규 표지판의 대표적인 예이

다. 두 표지판은 지시 표지판과 달리 형태가 단일화 되어있다. 주의 표지

판의 패널은 삼각형으로써 붉은 색 계통의 경계선과 주황색 바탕을 지니

고 있고, 심볼은 흑색으로 표현된다. 법규 표지판은 원형으로써 붉은 색

계통의 경계선과 흰색 바탕을 지니고 있고, 심볼은 흑색으로 표현된다.

그림 1. 대한민국 주의 표지판(왼쪽)과 법규 표지판(오른쪽)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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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교통 표지판 인지를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교통 표지판의

특징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이 존재하는 위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도로 위나 도로의 오른편에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

는 컴퓨터 비전 기반 교통 표지판 인지 응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즉,

입력되는 영상에서 교통 표지판이 존재하는 부분만 영상처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알고리즘 수행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교통 표지

판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현존하는 교

통 표지판의 종류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다. 즉, 현존하는 교통 표지판

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는 인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현재 교통 표지판은 각 나라 별로 다양하게 존재한

다. 유럽의 경우에는 교통 표지판이 표준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된 표지판 역시 너무나 다양하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표지판은 유

럽의 표지판과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상이하다. 만약 이러한 표지판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굉장히 비대해질 것이

며, 비효율적일 것이다. 즉, 효율적인 시간 내에 교통 표지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다루려는 교통 표지판의 종류와 개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렇

기에 본 시스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의 및 법규 표지판만을 다룬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교통 표지판 뒤에 존재하는 다양한 배경에 의

한 인지 실패이다. 교통 표지판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도로

환경 속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교통 표지판 뒤에 다양한 배경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이 여러 상황 속에서 교통 표지판과 유사한 색

이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현존 시스템에서 영상 처리를 통해 구

분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교통 표지판의 영상은 카메라에 기반을 두어 입력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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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

메라가 실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입력되는 영상에 큰 변화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빛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입력

되는 영상의 조도 변화가 크다. 이럴 경우에는 교통 표지판이 지니고 있

는 특색 중 하나인 색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교통 표지판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즉,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영상의 조도 변화, 외부 날씨 변화 등 여러 외부 환경에 적합

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도 교통 표지판이 인지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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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현존하는 영상 인식 기술 기반 교통 표지판 인지 연구에

대하여 분석하고 서술한다. 교통 표지판 인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영상 인식 기법에 크게 의존한다. 영상 인식 기법

에 기반을 둔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 접근법을

지니고 있다.

그림 2. 두 단계 접근법의 프레임 워크 

두 단계 접근법은 인식(Detection) 단계와 분류(Classification)로 구성

되어 있다. 인식 단계의 목적은 입력된 영상 내에서 표지판이 있을 만한

ROI (Region of Interest)를 검색하는 것이다. 분류 단계의 목적은 ROI

내에 어떠한 표지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인지되어야 할 교통

표지판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은

교통 표지판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찾아 ROI

를 형성하고, 차후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

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확한 교통 표지판 의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비교적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류 단계에서 알고리즘 수

행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형태를 지니는 교통 표지판 인지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영상 인식 기술의 향

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의 실현이다. 즉, 전자

는 교통 표지판 인지를 위해 수행되는 인식 및 분류 알고리즘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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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식 및 분류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

근에는 기계 학습 기반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후자는 이와 달리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을 차량 내에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서 비교적 빠른 수행 시간을 지니는 알고리즘을 인식 단계에서 사용하

며, 정교한 알고리즘을 분류단계에서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이 두 단계에서 사용하는 영상

인식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각 알고리즘 분류 별 장점

과 단점을 분석한다.

인식 단계에서는 주로 패널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이용하며, 분류 단

계에서는 심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인식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분류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되

며, 동일한 방법도 사용된다.

Methods
Detection Classification

Pros Cons Pros Cons

Color-based 

methods

Simple and 

fast

Not robust to 

illumination 

changes

X

Shape-based 

methods

Simple and 

fast

Not robust to 

low contrast

Simple and 

fast

Not robust to 

low contrast

Feature-based 

methods
X

Robust to 

illumination 

changes

Larger image 

needed, and 

complex and 

slow

Hybrid 

methods

(color and 

shape)

Simple and 

fast

Not robust to 

low contrast

Simple and 

fast

Not robust to 

low contrast

Machine 

learning based 

methods

Robust to 

illumination 

changes

Complex and 

slow

Robust to 

illumination 

changes

Complex and 

slow

표 2.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영상 인식 기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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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색 기반 기법은 패널이 가지고 있는 특정 색

정보를 이용하여 ROI를 설정한다. 대부분의 색 기반 기법은 빛의 변화

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HSV의 색 정보를 이용하거나

Adaptive RGB를 사용한다.    본 기법은 오직 교통 표지판이 지니고

있는 색에 대한 한계값(thresholds)을 이용하여 ROI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매우 빠르다. 하지만, 본 기법은 만약 교통 표지판의 배경이

표지판과 유사한 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ROI를 검색할 수 없다.  더

불어서 만약 날씨가 굉장히 흐리거나 태양 빛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색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서 설명된 빛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색 공

간을 사용하더라도 색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에서 인식 단계에 모양 기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인식을 위한 모양 기반 방법은 계산 시간이 높

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의 색 변화 부분의 에지 정보 기반을 두

어 모양을 추출한다.        모양을 추출하는 예는 교통 표지판의 종

류와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다. 본 방법은 특정한 색 정보를 이용하지 않

기 때문에 빛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지만, 계산 시간은 색 기반 방법에

비해 비교적 길다. 본 기법의 문제점은 교통 표지판과 배경 간 빛의 대

조가 높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두 부분의 색 정보 차이가 없을 경우

에는 에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기법 또한 색

기반 기법처럼 유사한 색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ROI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서 두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한다. 즉, 본 기법은 색에 기반을 두어 얻은 정보와 모양에

기반을 두어 얻은 정보를 적절히 융합하여 ROI를 찾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가 본 기법에 기반을 두어 인식 단계의 알고리

즘을 강화하였지만, 이 기법 역시 일반적으로 두 기법이 지니고 있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즉, 유사한 색을 지니고 있는 배경이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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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교통 표지판의 ROI를 검색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인식 단계에서 사용되는 현 기법들은 비교적 짧은 계산

시간을 자랑하고 있지만, 차량이 주행하는 외부 환경에 얻어진 영상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기반 인식기법을 사용하

여 여러 연구에서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하지

만, 이는 높은 인식률을 지는 것에 비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분류 단계에도 인식 단계의 기법과 유사한 형태의 방법이 사용된다.

분류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패턴 매칭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양

기반 방법은 인식 단계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게 교통 표지판 심볼의

기하학적 정보를 이용한다.    즉, 교통 표지판 내의 심볼이 지니는

기하학적 정보를 각 교통 표지판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하학적 정

보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여 표지판의 의미를 판단한다. 본 기법은

앞서 인식 단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상이 낮은 대조를 지닐 경우 정확

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특징 기반 방법은 교통 표지판의 에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써 대부분의 방법은 SIFT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미리

각 교통 표지판이 지니고 있는 특징점을 계산하여 저장한 뒤, 저장된 값

과 입력되는 이미지 내의 ROI에서 얻어지는 특징점을 서로 비교하여 유

사성을 평가하여 교통 표지판의 의미를 판단한다.  본 기법은 모양 기

반 기법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모두 해결하였으며, 또한 모양 기반 기법

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 하지만, 본 기법은 입력되는 영

상의 교통 표지판이 대략적으로 100x100 정도가 되어야 유효한 특징점

을 얻을 수 있다. 즉,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입력되는 영상이 비교적 클

경우에만 적절한 특징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기법을 사용할 경

우에는 교통 표지판 인지가 차량이 교통 표지판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완벽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실제 차량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

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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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으로 교통 표지판을 분류하는 기법은 바로 기계 학습 기

반 방법이다. 분류 단계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기계 학습 기반 방법은

Cascade 기반 기법(Adaboost with Haar-like features), HOG-SVM

(HOG with SVM), NN (Neural Network) 등이 있다.   본 기법 역

시 앞서 설명된 기법에 비해서 높은 인식률을 자랑하며, 빛의 변화에 민

감하지 않다.  또한, Cascade 기반 기법과 HOG-SVM 기법은 특징점

기반 기법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영상이 입력되어도 표지판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HOG-SVM 기법은 Cascade 기반 기법에

비해 높은 인식률을 자랑하지만, 계산 속도가 느리다.  반면 Casacde

기반 기법은 계산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높은 인식률을 자랑하지만, 다

양한 표지판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할 경우 HOG-SVM 보다 느릴 수도

있다. 즉, 두 기법 모두 다양한 표지판을 인지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그리고 NN는 특징 기반 방법과 유사하게 작은 입력 영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류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교통 표지판 인식 경연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경연대회에서도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

학습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대회의 결

과에서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을 기반으로 개발된

두 기법이 사람의 인지 성능을 뛰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뒤로 HOG-SVM이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경연대

회에서 사용된 CNN 기반 기법들은 뛰어난 인지 성능을 자랑함에도 불

구하고, 실제 차량에 적용되기에는 계산 시간과 영상 이미지의 해상도를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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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기법의 구성 

제 3 장 제안된 기법

본 논문에 제안된 기법은 실제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

며, 두 단계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었다. 본 기법은 일반적으로 실

제 차량에 적용되는 기법의 인식 단계와 분류 단계에서 지니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첫 번째로 인식 단계의 문제점인

빛의 변화에 따른 민감성, 낮은 대조에 따른 인식 불가, 다양한 배경에

따른 인식 불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 기법에 기반을 두어 기법

을 설계하였다. 또한 인식 및 분류 단계가 모두 적절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지니면서 좋은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 차량 내 자율 주행 시

스템에 한 부분으로써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 제안된 기법은 일반적인 두 단계 접근법과 달리 인식 단계

와 분류 단계에 모두 기계 학습 기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기계 학습

기법의 장점인 높은 인식률을 두 단계에서 모두 극대화하고, 단점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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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시간을 감소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기법에 제안된 방법은 각 부분 별

로 자세히 설명하겠다.

3.1 인식 단계 기법

인식 단계는 Cascade 기반 인식 (Adaboost with Haar-like)에 기

반을 두어 설계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인식 단계 기법은 빛의

변화, 낮은 대조, 다양한 배경이 존재할 경우 교통 표지판이 존재할

만한 ROI를 찾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본 기법은 흑백 영상에

서 얻어지는 Haar-like 특징을 이용함으로써 빛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교통 표지판 이미지를 통해 기계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낮은 대조와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강인하게 설

계되었다. Haar-like 특징은 두 사각형 내의 밝기 값의 차이를 특징으

로 지니고 있으며, 그림 4와 같이 두 사각형을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입력되는 영상 내의 밝기 값의 차를 이용함으로써 빛의 변화에

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특징의 사용은 교통 표지판의 패널이 에지

와 선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Haar-like 특징의 프로토타입(왼쪽)과 그 사용 예(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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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징을 이용하여 강인한 인식 단계 기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야 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인식 단계 기법은

빠른 얼굴 인식을 위해 사용된 학습 기법과 인식 기법에 기반을 두어

설계되었다.  이 기법은 Adaboost 학습을 통해 얻어진 classifier를

cascade 형태로 구성한다. 그리고 입력되는 영상에 sliding windows

기법과 cascade를 통해 목표하는 물체를 인식한다. 이 기법은 가장

큰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 시 cascade

를 구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식 시 integral images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Cascade 기법은 Adaboost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strong

classifiers를 폭포형태로 구축하는 것이다. 폭포 형태의 구성은 인식

을 수행할 시에 인식에 대한 높은 hit rate을 유지하면서 false rate을

감소시킬 수 있다. Cascade의 각 stage에 사용되는 strong classifier

는 positive 데이터와 negative 데이터 간의 경계를 긋는 여러 weak

classifiers의 합 형태로 구성되며, 각 weak classifier는 오 분류되는

data에 weight를 증가시킴으로써 학습 단계가 진행되면서 더 적절하

게 선정된다.

학습 시 positive 데이터로 사용되는 값을 앞서 설명하였듯이

haar-like 특징이다. 즉, 인식 수행을 할 시에는 입력되는 이미지마다

각 haar-like 특징이 존재할 곳에서 합과 차 연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는 의미이고, 이런 작업은 큰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법은 integral images를 사용한다. Integral

images는 미리 전체 이미지에 대한 합을 구해 놓은 상태에서, 각 부

분의 합은 필요시 간단한 사칙연산을 이용하여 값을 구함으로써 알고

리즘 계산 시간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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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ascade의 구성 예 

그림 6. Integram images 기법 

본 논문에서는 이 기법이 가지는 빠른 인식 기법과 높은 인식률을

얻는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교통 표지판 패널을 인식하여 ROI를 설

정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심볼을 지니는 동

일한 형태의 교통 표지판을 하나의 positive data set으로 설정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negative data set을 설정함으로써 classifier가 좋은

특징을 지니고 있도록 학습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삼각형과 원형

을 위한 두 cascades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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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교통 표지판 인식 단계의 구조

또한 제안된 기법은 얼굴 인식을 위한 기법보다 빠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Cascade의 깊이를 낮추고, 인식 시 사용되는 sliding window

의 최소, 최대 크기를 설정함으로써 인식 속도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얼굴 인식에서 사용된 기법보다 높은 false rate을 갖게 되었다. 높은

false rate은 많은 false positive 발생을 의미한다. 즉, 교통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ROI로 선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false positive는 색 기반 connected component labeling을

통해서 감소된다. 즉, 앞서 사용된 cascade 기반 인식 기법의 문제는

알고리즘이 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림 7에서와 같이 교통 표지판과 유사한 삼각형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시스템은 색 기반 connected component labeling을 이용하

여, 교통 표지판이 지니는 색을 가지고 있지 않는 ROI는 false로 판단

하게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통 표지판이 지니고 있는 RGB의 색

비율과 HSV color space에서의 Hue의 값에 대한 thresholds를 설정

하였다. 이러한 thresholds를 통해서 enable되는 component를 연결하

고, 연결된 components가 지니는 특징(위치, 넓이, 크기)를 이용하여

선정된 ROI 적절한 교통 표지판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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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색 기반 connected component labeling의 예

3.2 분류 단계 기법

본 논문에서는 분류 단계 기법에 크게 세 가지 기법을 사용하며,

중요 기법은 Normalization과 PCA based multi-class SVM classifier

이다. Normalization은 좋은 PCA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

의 필터링 기법이며, history manager는 본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false positive를 최소화하고 true positive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용

된 기초적인 기법이다. 본 기법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HOG나 NN

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분류 속도를 향상시켰다.

분류 단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classifier는 SVM을 통해 학습

되었다. SVM은 Support Vector Machine의 줄임말로써 입력되는 데

이터에 대해서 true/false를 분류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SVM의

큰 특징은 true/false 간의 존재하는 경계 초평면 중 가장 optimal한

경계 초평면, 즉, 두 집합으로부터 가장 적당히 떨어진 경계 초평면을

찾는다. 이 경계 초평면은 두 집합이 단순할 경우 2-D에서 일반적인

경계선이 될 수도 있으며, 고차원에서는 초평면이 된다. 이러한 초평

면이 바로 SVM의 classifier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평면을 얻

기 위해서 미리 두 종류의 데이터(true/false)를 나누어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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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s를 구한다. vector에는 다양한 특징이 사용될 수 있다.

SVM은 앞서 얻어진 두 종류의 vectors 간의 최적의 경계 초평면,

즉, classifier를 학습을 통해서 구한다. 이렇게 얻어진 classifier는 인

식 단계의 분류기로써 사용된다. Multi-class SVM classifier는 이러

한 SVM의 특징을 확장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류한다. Multi-class

SVM classifier의 학습 방법은 1 to M-1 방법과 1 to 1 방법이 존재

한다. 1 to M-1 방법은 M 개의 binary classifier를 이용한다. 즉, 각

데이터에 대해서 binary classifier를 이용하여 경계 초평면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classifier로 사용하는 것이다. 1 to M-1 방

법은 positive data와 negative data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즉, 각 데이

터 셋이 10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엔 1 to M-1 데이터에서는

10:10(M-1)의 비율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안고

학습된 classifier는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multi-class SVM classifier는 1 to 1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된다. 1 to 1 기법은 M(M-1)/2 개의 binary classifier

를 지니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학습법은 학습과 인식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multi-class SVM classifier

는 비교적 작은 이미지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방법에 기반을 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

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서술할 것이다.

3.2.1 Normalization

Normalization은 PCA 기반 multi-class SVM classifier에게 적절

한 PCA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

계이다. 본 기법은 PCA가 지니는 단점인 영상의 왜곡 및 회전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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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mage masking 방법

상의 다양한 크기에 의해 발생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입력된 영상의 배경을 제거한다. 입력된 배

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Hue, Saturation과 RGB color ratio를 이용한

다. 제거된 배경 부분을 disable하고, enable 되는 부분에 맞게 교통

표지판의 크기와 위치를 다시 적절히 변경한다. 배경을 제거할 때에

는 앞서 설명한 color-based connected component labeling과 팽창

및 침식 연산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다.

배경 제거 후에는 image masking을 이용하여 교통 표지판 내부의

심볼 영역을 활성화 시킨다. Image masking은 단순히 교통 표지판의

패널 모양에 알맞게 입력된 영상에 동일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뒤이어 영상을 흑백으로 변환하고, 히스토그램 평활화 작업

을 통해서 빛의 변화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PCA의 빠른 계산을 위해서 영상의 크기를 32x32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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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Normalization의 구성 

그림 11. 

Normalizat ion 

결과의 예

3.2.3 PCA based multi-class SVM classifier

본 classifier는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 기반을 두

어 동작한다. PCA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주로 사

용되며, 데이터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성한다.

PCA는 본래 데이터를 압축하여 복원하는데 사용하였다. 하지만 1990

년 대 이후부터는 얼굴의 분류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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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CA 기반 multi-class SVM classifier의 구성

양한 얼굴 인식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PCA의 특징을

이용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학습될 교통 표지판 이미지가 지니는

Eigen vector와 value를 추출하여 Eigen decomposition을 통해 얻어

지는 계수를 SVM에서 학습되는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PCA 기반

multi-class SVM classifier는 그림 12와 같이 구성된다.

입력되는 영상의 eigen decomposition을 수행하여 계수를 얻고, 이

러한 데이터가 학습된 SVM 분류기에서 어떠한 영역에 존재하는지를

찾아 교통 표지판의 의미를 판별한다.

본 시스템에서 PCA 사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OG-SVM이나

NN에서 지니는 수행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PCA가 짧은 수

행 시간을 지니는 것은 데이터를 압축함으로써 차원 축소를 하기 때

문이다. 즉, 차원 축소를 통해 다른 기법보다 비교적 짧은 수행시간을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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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History manager의 구성 

3.2.4 History manager

History manager는 tracking 개념을 간소화하여 추가되었다. 본 기

법이 분류 기법에 추가된 이유는 분류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false

positiv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본 기법은 일반적인 영상 인식의

수행 흐름이 지니는 특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영상 인

식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수행된다. 즉, 차량이 달

릴 때 교통 표지판이 인지가 되면, 인지된 영상의 과거 영상에 동일

한 교통 표지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연속되게 교통 표지판이

인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false positive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본 논문은 링 버퍼 구조의 history manager

를 추가하여 과거의 인식 상태를 저장하고, 인식된 정보가 미리 설정

한 영상 이미지 개수에 대한 thresholds를 넘는지를 평가하여 최종적

으로 교통 표지판 인식 여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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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평가

본 장에서는 본 기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본 기법의 성능 평가 및 분석은 각 단계 별 성능 평가

및 분석과 시스템으로써의 성능 평가 및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각 단계

별 성능 평가 및 분석은 실험 데이터 셋으로써 독일 교통 표지판 인식

경진대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고, 본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분석을

위해서는 저자가 취득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다.

4.1 실험 환경

본 기법의 성능 평가 및 분석을 위해서 표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를 구축하였다.

하드웨어

컴퓨터

레노버 T530 노트북

i7-3610QM, DDR3 8G RAM, 
nVIDIA NVS 5400M

카메라 Dragonfly2 (Pointgrey 사 카메라)

렌즈 15mm 렌즈

표 3.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OS Ubuntu 12.04 (64bit)

라이브러리 OpenCV

구현방법
각 패널 별 multithreading

320x240 이미지 (640x480의 상단 영상)

표 4. 소프트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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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 성능 분석 데이터 세트
German Traffic Sign 

Recognition Benchmark

시스템 성능 분석 데이터 세트
영암 서킷, 자동차 부품 연구원 

서킷, 음성 지역 실제 도로

표 5. 데이터 세트

독일 데이터 세트는 비교적 방대하고, 다양한 날씨와 조도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취득되지 않

아서 본 시스템의 history manager가 지니는 특징을 평가할 수 없

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두 데이터 세

트를 사용한다. 독일 데이터 세트에서는 세 종류의 삼각형 교통 표

지판과 세 종류의 원형 표지판을 이용하였다. 저자가 취득한 데이터

세트에서는 대한민국 표지판으로써 두 종류의 삼각형 표지판, 두 종

류의 원형 표지판, 한 종류의 오각형 표지판을 사용하였다. 저자가

취득한 데이터도 비교적 다양한 시간대와 날씨에서 취득하였다.

4.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각 단계 별 성능 평가 및 분석과 시스템으로써의 성

능 평가 및 분석으로 나뉜다. 각 단계 별 성능 평가 및 분석에서는

각 단계 별 인식률을 확인한다. 인식률은 true positive를 의미하며

그 외는 false positive를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인식률이 92%이면

8%는 false positive를 의미하고, 92%는 true positive를 의미한다.

시스템으로써의 성능 평가 및 분석에서는 인지 알고리즘의 수행 시

간, 인식 거리, 인식률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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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삼각형 교통 표지판의 인식률 

4.3 결과 및 평가

4.3.1 각 단계 별 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인식 단계와 분류 단계의 실험 결과로 나누

어진다. 인식 단계의 실험 결과는 각 교통 표지판 종류 별

그림 14와 15와 같다.

삼각형 교통 표지판과 원형 교통 표지판 모두 높은 인식

률을 얻었다. 독일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벤치마크 최고 결

과는 100%이지만, 본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달리 실시간 처

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본 시스템에

적용된 인식 알고리즘은 90%에 가까운 인식률을 보인다. 현

존 최고 알고리즘과 비교하였을 때 약 10% 정도의 오인식률

차이를 지니지만, 현존하는 차량 내에 적용되는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이는 굉장히 좋은 인식 결과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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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원형 교통 표지판의 인식률 

그림 16. 교통 표지판 분류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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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삼각형 표지판 분류 성공률

 

그림 16에서처럼 교통 표지판의 분류 성공률도 현존하는

최고 알고리즘에 비해서 최대 8.44%의 오인식률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존 시스템은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 본 시스템은 실시간성 보장도 가능하고, 또한 높은 인

식률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성 보장은 시스

템 성능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교통 표지판 별

분류 성공률은 그림 17 및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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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원형 표지판 분류 성공률 

4.3.2 시스템 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

시스템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다른 이

미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카메라

를 통해 취득하였다. 본 실험에 대한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본 평가에서 의미하는 true positive는 이미지 내에 교통

표지판이 존재할 시 실제 교통 표지판이라고 인식된 비율을

의미하며, false positive는 교통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교통 표지판이라고 인식된 비율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시스템은 굉장히 낮은 false positive를 가

지며, 비교적 낮은 true positivie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history manager를 이용하여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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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스템 성능에 대한 평가 (거리, 인식률) 

본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320x240 이미지를 기반으로 둔

실험 결과에서 약 28.5 FPS(Frame Per Second)의 주기로

동작이 된다. 이는 약 25ms의 인식 단계 수행시간과 10ms의

분류 단계 수행시간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이다.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한 교통 표지판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다

양한 논문에서 실시간성 제약으로 설명되는 16 ~ 30 FPS에

포함되는 결과이다. 즉, 본 시스템은 약 40~60 Km/h의 차량

속도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하면서 교통 표지판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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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교통 표지판 인지 시스템을 차량에 실현시키는 측면에

서 고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표지판 인지 성능을 향

상시켰다. 인식 단계에서의 문제점인 빛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 등을 기

계 학습 기반 기법과 색 기반 기법을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해결하였으

며, 기계 학습 기법의 긴 계산 시간을 적절한 기법 변경을 통해 감소시

켰다. 또한 분류 단계에서는 PCA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기계 학습

기반 분류 기법보다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하였고, 이는 비교적 좋은

분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두 단계에서 사용된

기법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서 실시간성을 보장하였다.

본 시스템은 또한 실제 자율 주행 시스템을 지닌 차량에 탑재되어

2013년 산업통상부와 자동차 부품 연구원 주관인 무인 자율 주행 경진

대회에서 사용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큰 몫을 하였다. 본 시스템이

사용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장점은 낮은 해상도를 지니는 카메라를 사

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차량 내 적용된 다

양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저사양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없다. 또한, 현존 최고의 알고리즘 역시 너무 긴 연산 시간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설계된 본 시스템의 적용은

본 대회에서 최적의 선택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직 적절히 설치된 표지판의 인지에 대해서만 고려하

였고, 이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와 현존하

는 대부분의 연구는 도로에 잘 설치가 된 교통 표지판 인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즉, 색의 손상이 있는 교통 표지판, 잘못 장착된 교통 표지

판, 패널이 손상된 교통 표지판 등 여러 악 조건을 지니는 교통 표지판

은 본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시스템에서도 적절하게 교통 표지



29

판을 인지하지 못한다. 추후 연구는 위와 같은 교통 표지판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차량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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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gnition of traffic sig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afe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and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It can be used to inform special road situations or

regulations that will appear before vehicles are faced with them. It is

shown that the existing studies of traffic signs recognition via

computer vision has mainly two phases in their frameworks: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The objective of detection phase is finding the ROI

(Region of Interest) of input images, which might have traffic signs

in the subset of images. The processes of determining the meaning

of traffic signs is conducted in the classification phase.

The related works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focuses: works focusing on improving recognition algorithms

and works focusing on realizing them in vehicles. The former only

considers improving the recognition rate of traffic sign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considers mainly reducing the execution time of the

processes to implement it in vehicle, so it can recognize various

traffic signs in real-time. Since the latter works concentrate the most

of used algorithms on the aspect of reducing execution time, they

usually have poor recognition rate caused by weather and illumination

changes and low contrast of images.

To improve these shortcomings and retain the execution time

in real-time, the mechanism that properly uses both machine learning

based methods and color related methods is suggested in the paper.

In the detection phase, the proposed solution uses cascad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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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method and color based connected component analysis to be

robust to weather and illumination changes and low contrast of

images. They are primarily focused on finding the traffic signs via

the information of panels of traffic signs. In the classification phase,

it mostly depends on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based

multi-class SVM classifier to determine the meaning of traffic signs.

For the fast execution of classification, the size of input images are

tightly reduced and fixed, and it uses PCA, which compresses the

data into smaller dimension and is known as great features for

classification if the input data have strongly similar features. Thus,

the normalization that specially filters the images to make them

suitable for the extraction of PCA features is included in the

classification phase.

In the paper, the detailed information of mechanism is

explained deeply for both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phases. In

addition, the results with two datasets, German Traffic Sign Detection

and Recognition Benchmark, and personally obtained images, show

that the individual performance and overall system performance of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are enough for realizing traffic signs

recognition system in vehicle.

Keywords: Traffic signs recognition, Computer Vision, PCA-SVM,

Cascade based detection method, Real-time recognition

Student number: 2012-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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