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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제 주행 도로영상에서 교통표지판을 검출하기 위하여 다중 색상 임계값 모델을 이
용한 색상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하나의 모델을 이용하는 기존의 색 분할 방법

과 달리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다중 색상 모델을 사용한 방법이다. 모델 생성

을 위해 각 조명 모델에 해당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임계값 범위를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임계값의 범위는 상위 0.5%와 하위 0.5%를 제외한 픽셀 값 분포에서의 최대 및 최소값

으로 결정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명 상태에서의 교통표지판도 검출이 가능하다. 
 

1. 서론 

최근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위한 지능형 자동차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비전시

스템을 이용한 지능형 자동차 연구는 차량 인식, 보

행자 검출, 차선 인식, 교통표지판 인식 등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연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표지판 인식은 

다른 비전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처리와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교통표지판 인식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

고 있으며[1,2,3], 최근 독일에서는 German Traffic 

Sign Recognition Benchmark (GTSRB) 표지판 인식 대

회[4]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CNN/MLP 를 이용

한 Ciresan[5]이 제안한 방법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추출된 교통표지판 영역의 부분 이미지

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지판 영역

의 정확한 검출에 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동안 수행되어온 표지판 영역의 검출 방법으로는 크

게 색상을 이용한 방법과[6,7,8,9,10] 형태를 이용한 

방법으로[11,12]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

들은 다양한 조명환경에 노출되는 교통표지판의 문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명환경에서도 교통표지판

의 색상 특징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색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과 같이 실제 주

행환경에서의 조명 변화는 크게 과다 조명, 보통 조

명, 어두운 조명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표지판의 빨간색 테두리 영역을 세 가지 조명 상

태로 나누어 설정하여 미리 학습으로 얻어진 임계값

을 이용하여 이미지로부터 관심 색상을 분리시키고자 

한다. 

 

 
(그림 1) 조명환경에 따른 관심 색 변화: (a) 밝은 

경우, (b) 보통인 경우, (c) 어두운 경우 

본 논문의 2 절에서는 다중 색상 임계값 모델을 설

명하고, 3 절에서는 제안한 모델을 이용한 색 분할 

과정을 설명한다. 4 절에서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

다. 
 

 
2. 다중 색상 임계값 모델 

실제 도로영상에서는 동일한 영역의 색이 날씨, 시
간, 시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색 값이 분포된다. 
따라서 기존의 표지판 검출에서[6,8,13] 사용한 단일 
임계값을 이용해서 표지판 영역의 색을 분리한다면 
다양한 조명에 노출되는 실 도로영상에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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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색을 찾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명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원하는 색을 분
리할 수 있도록 다중 색상 임계값 모델을 제안한다.  

조명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HSV(Hue, 
Saturation, Intensity Value) 색 공간은 인간이 색을 인지

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비교적 쉽게 표현한다. 색조, 
채도 및 명도를 이용한 HSV 색 표현 방법은 RGB 색 
공간에서의 표현과 서로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그림 
2)에서 보듯이 특정한 색이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영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HSV 색 공간 

실제 도로영상에서 볼 수 있는 조명 상황은 크게 
밝은 경우, 보통인 경우 및 어두운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관심 색인 빨
간색을 밝은 경우, 보통인 경우, 어두운 경우로 각각 
나누어 각 그룹에 대한 HSV 색 공간에서의 채널별 
범위를 찾아서 색 분할에 이용한다. 
 
3. 색 분할 

관심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기존의 색 분할 연구는

하나의 임계값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영상에 
적용하면 어둡거나 밝은 경우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색 분할이 거의 실패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 절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일한 색에 대한 다중 색상 
모델을 설정하고 각 모델의 임계값 범위를 추정하였

다. 
 

<표 1> 각 빨간색 모델의 임계값 범위 

색상 모델 
HSV 채널 

H S V 
밝음 340 º 8º 0.12 0.79 0.76 1.0 
보통 356 º 13º 0.23 1.0 0.34 0.91
어두움 349 º 22º 0.35 0.82 0.12 0.37

 
<표 1>과 같이 각 색상 모델에 대한 H, S, V 의 범

위를 보여주며 각 채널에서 부분적으로 겹치는 영역

이 발생한다. 모두 동일한 색의 다른 모델들로서 영
역이 겹치는 것은 목표인 관심색을 찾는데 문제가 되
지 않는다. 각 색상 모델의 임계값 범위는 각 모델의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며, 이는 교통표지판 
내의 빨간색 영역의 픽셀 값을 HSV 로 변환한 후 채
널 값의 분포에서 상위 0.5% 와 하위 0.5%를 제외한 

값의 최대 및 최소값으로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여기

서 사용한 학습용 데이터는 GTSRB 이며, 이는 43 종

의 50,000 장 이상의 실제 도로표지판 이미지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에서 빨간색 테두리를 갖는 20 종의 
표지판에서 어두운 경우 100 개, 밝은 경우 75 개, 보
통인 경우의 이미지 80 개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다중 모델을 (그림 1)의 이미지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하나의 임계값으로 색상을 
분할했을 때 찾을 수 없었던 영역들이 다중 색상 모
델을 이용하여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단
일 임계값을 이용한 방법으로 어둡거나 밝은 영상에

서 관심 영역을 모두 찾으려면 임계값을 낮추어야 하
며 이는 영상에 과다한 False Positive Error 영상들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그림 1)에 대한 결과: (a) 다중 색상 모델, 

(b) 단일 임계값 모델을 이용한 색상 분할 결과 

 
4. 테스트 결과 

(그림 4)와 (그림 5)는 제안한 다중 색상 모델을 이
용해서 실제 도로영상의 관심 영역을 분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 빨간색과 유사한 색상을 갖는 
배경 영역들이 찾아진 오류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오
류들은 다양한 방법의 후처리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으며 관심 영역을 찾지 못한 결과보다는 적은 비용

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4) 실제 도로영상에서의 분할 결과 

(그림 5)의 (그림 5(b))와 (그림 5(c))는 입력 영상에 
대해서 어두운 경우와 보통인 경우의 관심 색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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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결과를 보여주며, 두 분리 영상에서 그림자가 
있는 표지판과 밝은 조명을 받고 있는 표지판이 명확

하게 구분되어 분할됨을 확인할 있다. (그림 5(d))는 
다중 색상 모델을 적용하여 색 분할 결과이며, (그림 
5(e))는 단일 임계값을 이용한 색 분리 결과를 보여준

다. 두 결과를 비교할 때 단일 임계값을 이용한 색 
분할 방법에서 더 많은 잡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a)입력 영상, (b)어두운 경우 분할, (c)보

통인 경우 분할, (d)다중 모델을 이용한 분할, (e) 

단일 임계값에 의한 분할 

 
5. 결론 

본 논문은 실제 도로영상의 교통표지판을 안정적으

로 검출하기 위해서 다중 색상 모델을 이용한 분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교통표지판의 다
양한 조명상황을 세 경우의 모델로 구분한 후 각 모
델에서의 색상 학습데이터로부터 추정하였다. 제안한 
방법이 단일 임계값을 이용한 방법보다 향상된 색 분
할 결과가 얻어진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밝고 어두운 경우뿐만 아니라 날씨 
변화까지도 고려한 확장된 색상 모델을 구성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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