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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야간 점멸신호 제어를 통하여 신호 위반과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로부

터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제안된 기법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여 교차로에서 

심야 보행자 인식률을 향상시키고, 야간 점멸신호를 연동 제어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야간의 영상 인식 

과정은 어두운 제약조건의 환경에서 떨어지는 영상인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PIR 센서로부터 물체를 인식한다. 

아두이노의 PIR 센서에서 인식된 물체에 대하여 보행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YOLO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젯슨자비에NX로부터 수신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점멸신호에서 일반 신호등 신호로 전환 후 보행자 횡단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일반 신호등 신호에서 점멸신호로 전환한다. 본 논문은 심야의 제한된 

조건에서 보행자 식별을 통하여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명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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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야간의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야간 점멸신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의 

긍정적인 기대와는 반대로 교통사고 비율과 인명피해 모두 증가하는 

실정이다. 야간 점멸신호에서의 사고 건수는 일반신호 운영 대비 

35% 높으며,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67건, 2015년 111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5.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Fig. 1은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심야시간대(오후 11시~06시) 

점멸신호 운영 및 사고 현황’을 비교한 그래프[1]인데, 2013년 67건, 

2014년 98건, 2015년 111건으로 연평균 약 15.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별다른 직접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야간 점멸 신호등에서 보행자 사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1. Traffic accidents at flashing intersections in the 

last three years

Fig. 2. Comparison of Intersection Traffic Accidents with 

Signal Operational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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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전시 신호 운영전

환에 따른 교차로 교통사고 비교한 그래프[2]로서 일반신호에서 점멸

신호로 바뀌고 나서 신호 위반의 비율은 39.3%에서 46.6%로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또한,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70%는 

과속을 하며 교차로 통행 방법이 준수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점멸신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보행자를 인식하여 점멸신호에서 일반신

호로 전환되고 일정 보행 시간이 지난 후 점멸신호로 전환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야간이라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의 PIR 센서와 YOLO V4[2]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의 

야간 점멸신호 제어 기법은 야간 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기존의 

점멸신호를 대체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법으로 기대된다.

II. Preliminaries

기존의 지능형 영상기술은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고 있고, 인식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머신러닝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CCTV 관련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CCTV 관련기술 세부 기술

전처리 기술 동적 모델링, 영상 보정

객체탐지/분류 기술 객체 탐지, 상세 분류 기술

객체 추적기술 단일/다중 카메라 추적 기술

영상보안 기술
위변조 및 센서해킹 방지와 영상

내 특정 영역 마스킹 기술

Fig. 3은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딥러닝 영상분석 기반의 

지능형 교통체계(ITS)인데, 교차로의 교통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신호 운영으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는 

스마트교차로와 같이 도로 위에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Fig. 3. Smart Intersection Signaling System

III. Implementation

제안된 기법은 야간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야간 점멸신호 제어에 적용한다. YOLO V4와 프레임워

크로 Darknet[3]을 사용하여 보행자를 인식하고, 실시간 영상처리를 

위하여 Open CV[4]를 사용한다.

Fig. 4. Concept of Flashing Traffic Light Control System

Fig. 4와 같이 야간의 제한된 환경에서 보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아두이노 모듈 PIR(Passive Infrared) 센서를 사용하

여 물체가 감지되면 LED 램프를 작동함으로써 젯슨에서 실시간 

영상 인식 처리 및 물체 인식기술이 작동된다. YOLO V4를 통하여 

PIR 센서에 감지된 물체가 보행자임을 판단하면 USB Serial 통신을 

통해 젯슨자비에NX에서 아두이노로 정보를 전송하여 점멸신호에서 

일반신호로 작동하게 된다. 보행자 횡단시간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반신호에서 점멸신호로 전환된다.

제안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Jetpack4.5.1 버전의 젯슨 자비에NX 

OS를 설치하였으며 실시간 영상 인식 기능과 ‘cv2.dnn.readNet

FromDaeknet’ 함수 사용을 위해 OpenCV 4버전 이상을 사용하였다. 

Open CV 4.4.0은 YOLO V4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YOLO V4에서는 80가지의 객체를 인지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는 효율적으로 사람만 감지하도록 하여 Class를 Person으로만 하는 

Custom 학습을 수행하였다. 인식률 향상을 위해서 라벨링을 수행한 

이미지의 수와 학습 횟수에 따른 mAP 지표와 손실률을 비교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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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rt trained 2000 times for image 4888

Fig. 6. Chart trained 20000 times for image 4888

Fig. 5와 Fig. 6은 4,888장의 이미지의 학습을 2,000번과 20,000번 

수행하여 loss rate와 mAP (mean Average Precision)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Pr


는맞다고추측하고실제맞음,

정밀도와 재현율(recall)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객체 탐지의 

성능은 precision과 재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mAP은 recall을 0에서 1까지를 11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위마다 

precision 값을 계산하여 전체 클래스 개수에 대하여 AP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mAP는 2,000번 학습을 수행한 그래프에서는 최대 90%, 20,000번 

학습을 수행한 그래프에서는 최대 91.4%를 보여준다. mAP의 지표는 

2,000번 학습한 weights 값과 20,000번 학습한 weights 값 사이에서

는 큰 차이는 없으나 야간에서의 인식률에서는 각각 28%~32%, 

42%~50%로 이미지 수가 같을 때는 학습 횟수에 따라 인식률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수와 학습률에 따른 야간의 인식률을 알아보기 위해 이미지 

수를 각각 1,850장, 3,040장, 4,888장으로 설정하였으며 학습 횟수는 

2,000번, 4,000번, 8,000번, 20,000번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Training

image 
2,000 4,000 8,000 20,000

1,850 22%~29% 35%~42% 38%~45% -

3,040 26%~33% 29%~35% 37%~45% -

4,888 28%~32% 31%~36% 55%~72% 42%~50%

Table 1. Recognition Rate based on number of images 

and number of trainings

카메라와 직선거리 0.5m에서 실행한 실험에서 이미지 수가 많고 

학습 횟수가 많을수록 인식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미지 수에 맞는 적당한 학습 횟수가 가장 높은 인식률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미지 수와 학습 횟수는 인식률에 무조건 

비례한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장 인식률이 

높은 4,888장의 이미지 수로 8,000번 학습한 weights 값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미지 수가 4,888장, 8,000번 학습한 weights 

값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야간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감지된 물체의 거리에 따라 인식률의 차이가 있었다. 설치된 카메라는 

더욱 넓은 인식 범위를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2m 위치에 설치하였다.

Fig. 7. Result of Training 

거리 0.4m 0.8m 1.2m 1.6m 2.0m

인식률
27%

~33%

43%

~52%

53%

~67%

31%

~35%
-

※ 밝기 기준은 CCTV에서 얼굴인식이 가능한 상태로 

가정함.“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 관한 규정”[5]에서

는 설치 위치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Table 2. Recognition Rate by distance

Table. 2는 카메라를 설치한 봉을 기준으로 직선거리에 따른 인식률

을 표시한 것으로 0.8m~1.2m 사이에서 인식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거리에 따른 인식률을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양쪽에 

카메라 설치를 가정함으로써 야간의 거리에 따른 인식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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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최근에는 딥 러닝 기반의 객체(사람 혹은 얼굴) 인식률이 거의 

99% 이상이지만, 그 인식률의 토대는 심야의 어두운 제약이 있는 

조건과는 다르다. 야간 혹은 날씨 변화 등의 제한적 환경 속에서 

CCTV 카메라를 통한 인식은 훨씬 보다 낮은 인식률을 나타낸다. 

본 제안에서는 PIR센서를 통한 결과를 기준으로 영상 인식을 실시하여 

Table 1과 Table 2를 산출하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의 

인식률의 접점을 찾았고, 60%의 인식률로 사람을 인식하여 야간 

점멸 신호등을 일반 신호등으로 전환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야간 점멸신호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

으로 구현하여 실제 야간상황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행자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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