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각장
애인에게 중요한 일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
기 위한 도로 시설물로 점자블록이 있으며, 대부분
의 시각장애인은 보행을 위해 흰지팡이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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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흰지팡이를 이용하여 도로상에 존재하는 점자
블록을 감각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진행방향
을 판단하고 선형 점자블록인지 점형 점자블록인
지에 따라서 정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이 설치된 보도가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발생
한다. 시각장애인이 정지 점자블록을 인지하고 전
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소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신호를 전달하는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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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 보도에서는 점자블록과 같
은 시설물이 있지만, 자동차와 사고위험이 큰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유도 장치가 없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센서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전방에 존재하는 횡단보도를 검출하고 횡
단보도의 방향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의 흰색 및 회색 영역이 일정한 면적
과 간격을 가지고 교차하여 반복되는 특징을 이용하였다. 프레임마다 전방에 관심영역을 여러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마다 이진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각 구간의 이진 영상마다 색상의 변화 횟수와 흰색 영
역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횡단보도를 판별하였다. 또한, 투영 데이터를 통해 횡단보도의 방
향을 추정하였다. 실제 환경에서 획득한 실험영상을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8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ABSTRACT

Detection of crosswalk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blind to walk without the help of others. There is a braille 
block on the sidewalk, which helps the blind to walk.  On the other hand, crosswalk is more dangerous due to the 
moving vehicles. However, there is no appropriate means to induce the blin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crosswalk in front of a blind and estimate its direction using an image sensor. We adopt multi-ROIs and make 
their binary version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crosswalk, two features are extracted; one is the number of 
crossing in the binary image and the other is the ratio of white area. We can also estimate the direction of the 
crosswalk through the slope of the projection data.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using experimental dataset and the 
proposed algorithm showed 80% accuracy of detection.

키워드

시각장애인(blind people), 횡단보도 검출(crosswalk detection),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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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존재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보
행 방향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이 없으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일반 보도와
는 다르게 차량이 주행할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에
서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판별
하고 올바른 보행을 안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횡단보도, 차선, 노면기호 등의 교통 노면 표시
를 검출하고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
다. 대표적으로 투영변환을 이용하여 전방영상을 
조감도 영상으로 변환하여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
[1], 전방영상을 조감도 영상으로 변환한 뒤 연결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도로 노면 표시를 검출하는 
방법[2],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를 검출하는 방법
[3], 노면기호와 정지선을 검출하는 방법[4] 등 다
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방
법은 보행자가 아닌 모두 차량 관점에서 개발된 
것이다. 즉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상에 존재하는 
교통 노면표시를 검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의 관점에서 
횡단보도를 검출하고 시각장애인의 자율적인 보행
을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
인은 보행 중에 웨어러블 영상센서를 착용하고 있
다고 전제한다. 

Ⅱ. 제안 알고리즘

II-1. 횡단보도의 형태적 특징

우리나라의 횡단보도는 그림 1과 같이 도로상에 
흰색의 페인트로 도색하여 표시하는데, 흰색 영역
은 횡단보도의 폭에 따라 1단 또는 2단으로 구성
된다.

 
그림 1. 일반적인 횡단보도 형태

횡단보도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해보면, 횡단보도 
영역 내에서는 흰색과 회색의 면적 비율이 유사하
다. 즉 횡단보도의 히스토그램이 대략적으로 이중 
모드의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 
페인트의 도색이 바래지거나 벗겨짐에 따라 흰색 
영역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의 
일부분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경우에는 히스토그램
의 분포가 한쪽으로 지우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특징은 흰색과 회색 영역이 수직방향으
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교차하여 반복된다는 점
이다. 따라서 수직 방향에서 흰색에서 회색으로 또
는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화하는 횟수가 중요한 특

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흰색과 회색의 면적 비율과 교차 

횟수를 보행자 관점에서 횡단보도의 특징으로 선
택하여 이를 기반으로 횡단보도를 검출하고 시각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I-2. 횡단보도 검출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구성도는 다
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 알고리듬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관심영역을 설정하는
데, 각각의 관심영역은 그림 3과 같이 수직 방향의 
직사각형 형태를 가진다. 그림 3과 같이 관심영역
을 도입한 이유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했을 때 
주위 사람이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의 장애물 
때문에 일부분 또는 여러 부분이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심영역을 여러 개 설정하였다. 일부 
관심영역이 장애물로 인해 가려진 경우에도 성공
적으로 횡단보도를 검출하기 위함이다. 

그림 3. 다중 관심영역 설정

횡단보도의 검출 성능은 관심영역의 폭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폭이 좁을수록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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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흰색과 회색의 모드
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후 수행되는 이진
화 작업에 유리하다. 또한 여러 개의 관심영역을 
두는 것은 이진화를 위한 임계값을 설정함에 있어
서 횡단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전역적인 임계값
을 사용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대상으
로 지역적인 임계값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일종의 
공간 적응적인 신호처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관심영역의 폭이 지나치게 좁으면 잡음의 영
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고 추후 횡단보도의 
보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이진 영상 패턴의 기울어
짐을 관찰하기 힘들어지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관심 영역의 이진화를 위
해 입력된 컬러 영상을 밝기값 영상으로 변환한 
후에 손상된 흰색 영역을 보상하기 위해 모폴로지 
닫기 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적정 
임계값을 사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한다. 

다음 단계는 각각의 관심영역 마다 특징을 계산
하는 과정이다. 먼저 흰색과 회색의 변화 횟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이 이진 영상을 수평
방향으로 투영시킨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 투영 데
이터를 사용하면 이진영상에서 0과 1이 교차하는 
패턴의 개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관심영역 이진영상 및 투영 데이터

두 번째 특징은 흰색 영역의 면적 비율이다. 이
상적이라면 면적 비율이 50%에 근접하겠지만, 실
제 경우에는 관심영역 위치의 부정확 및 흰색 페
인트의 마모 등의 이유로 이보다는 낮게 설정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 관심영역에 대해서 다음 식 (1)에서 주어지
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해당 관심 영
역은 횡단보도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Nzc는 색상변
화 횟수, Aw는 흰색 영역의 면적비율, 그리고 T1, 
T2, R1, R2는 횡단보도 판정을 위한 임계값이다.

 ≤≤
 ≤ ≤

  식 (1) 

II-3 횡단보도 방향판단 기법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앞서 
특징을 구하기 위해 얻은 이진 영상의 투영 데이
터를 다시 이용한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정확하게 가로질
러 건너간다면 투영 데이터는 명확한 경계를 보이
며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만, 횡단보도를 비스듬하
게 건넌다면 투영 데이터 역시 기울기를 가지고 
변화한다. 그림 5는 정확하게 건넜을 때와 비스듭
하게 건넜을 때 투영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횡단보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0도, 20도, 40도, 60도인 경우이며 특정 탐색영역
의 이진화 결과와 투영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여기
서 투영 데이터가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변하는 
구간의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진행 방향의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 특정 탐색영역이 횡단보도에 해당
한다면 색상 변화는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 변화가 발생하는 위치
마다 기울기를 구한 뒤 평균을 취하고 다시 이를 
각도로 환산하여 진행 방향의 기울어진 정도를 추
정한다. 한편 영상을 좌우로 분할하고 각 영역의 
밝기값을 비교함으로써 횡단보도 패턴이 기울어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 횡단보도 방향에 따른 투영 데이터 변화

Ⅲ.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횡단보도 검출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전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횡
단보도 이미지 25장 및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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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25장으로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서는 
8개의 관심영역을 사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2개 이
상이 ‘참’인 경우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임계값으로는 T1=4,  T2=20, R1=15%, 
그리고 R2=55%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를 다음의 
표1에서 혼동행렬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분류 성능 
지표인 precision, recall, accuracy는 각각 76%, 
83%, 80%로 계산된다.

표 1. 횡단보도 검출 성능

    실제값  
검출값 횡단보도 비횡단보도

횡단보도 19 6

비횡단보도 4 21

한편 그림 6에서는 미분류 및 오분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횡단보도를 제대로 검출하
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이진화 과정으로 인해 발
생하였다. 그리고 영상의 조명 상황이나 그림자의 
존재로 인해 횡단보도의 흰색과 회색영역이 명확
하게 분리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횡단보도
가 심하게 기울어진 경우에도 제대로 검출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횡단보도가 아님
에도 횡단보도라고 오분류하는 원인 역시 주로 이
진화 과정에 기인한다. 도로의 텍스쳐 특징에 따라 
실제 밝기값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의 이진화 
결과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미분류 사례

(b) 오분류 사례

그림 6. 부정확한 판별 결과 사례 

다음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횡단보도가 
기울어진 정도를 추정한 실험결과를 표 2에 제시
하였다. 이진화 과정의 정확도만 보장된다면 제안 
방법을 통해 횡단보도의 방향 추정이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2. 횡단보도 방향 추정

실제값 0〫 20〫 40〫 60〫

추정값 8.1〫 24.7〫 45.5〫 57.1〫

오차 -8.1〫 -4.7〫 -5.5〫 +2.8〫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자율보행을 돕기위
해 웨어러블 영상 센서를 사용하여 획득한 전방 
영상에서 횡단보도의 유무를 검출하고 기울어진 
방향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횡단보도에 존
재하는 장애물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관심영
역을 두었으며 각 관심영역마다 이진화를 수행한 
후, 색상의 변화 횟수와 희색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반으로 횡단보도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투영 데이터로부터 횡단보도 패턴의 기울어진 정
도를 추정함으로써 방향을 판단한다. 

실제 환경에서 획득한 실험영상을 대상으로 성
능을 평가한 결과, precision, recall, accuracy는 
각각 76%, 83%, 80%를 얻었다. 추후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관심영역을 이진화한다면 횡단보도 검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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