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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기반 주간 LED 교통 신호등 인식 및 

신호등 패턴 판단에 관한 연구

(Vision based Traffic Light Detection and Recognition Methods 

for Daytime LED Traffic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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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effective vision based method for LED traffic light detection at 

the daytime. First, the proposed method calculates horizontal coordinates to set region of  

interest (ROI) on input sequence images. Second, the proposed uses color segmentation method  

to extract region of green and red traffic light. Next, to classify traffic light and another noise, 

shape filter and haar-like feature value are used. Finally, temporal delay filter with weight is  

applied to remove blinking effect of LED traffic light, and state and weight of traffic light  

detection are used to classify types of traffic light. For simulations,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through Intel Core CPU with 2.80 GHz and 4 GB RAM, and tested on the urban  

and rural road video. Average detection rate of traffic light is 94.50 % and average recognition  

rate of traffic type is 90.24 %. Average computing time of the proposed method is 1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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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운전자는 주행 중에 도로상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행 중에 운전

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주행정보나 위험 경고

를 제공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8].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는 후방

주차 경고 시스템, 차선이탈 경고/방지 시스템, 졸

음운전 경고 시스템, 차량 간 충돌경고 시스템, 지

능순항 제어 시스템, 도로 신호등, 표지판 인식 시

스템 등이 있다.  

현재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70%는 교차로

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2~3초 전에 미리 알고 적절한 대응

을 했다면 사고는 50%이상 줄어들거나 경미한 사

고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차로 주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 정보나 위험 경고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신호등 인식 시스템이 연구개

발 되고 있다[2-7]. Frank[2]는 컬러영상으로부터 

변형된 가우스 분포 분류기를 제안하였으나, 신호등

의 외곽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노출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Zhuowen[3]은 

마코브 체인과 깁스 분포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신

호등을 재현하였지만, 프레임 처리시간이 길어서 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Michael[4]은 신호검출을 

위해 RGB 색의 비를 이용하여 도로 노면 교통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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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였으나, 신호등과 같이 색이 일정하지 않

은 경우와 하늘과 파랑신호와 같은 유사색 구분에 

오차가 큰 단점이 있다. Blancard[5]은 신호의 칼

라와 형태를 인식하였다. 칼라분류를 위해 컬러 카

메라로부터 얻어진 선택된 칼라에 대해 통과필터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소벨 에지 필터를 적용하고 

Freeman code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경계점을 찾

고, 반경, 길이, 밀집성의 윤곽의 결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여 인식하였다. 이러한 특징 들은 분류를 위

해 신경망회로가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처리를 위해 

다수개의 고성능 컴퓨터가 사용되었다. Piccioli[6]

는 흑백 영상을 이용하여 경계점을 추출한 후 형태

분석을 통해 원형과 삼각형 신호를 찾고, 신호등 배

치 데이터베이스와 교차보정을 통해 분류를 했다. 

Charette[7]은 신호등 검출을 위해 흑백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레이 원본영상에 Top-Hat 연산 수행 

후 스팟(Spot)의 위치를 검출한 뒤 스팟의 중심 위

치를 기준으로 그레이 원본영상에 영역 확장분할

(Region Growing) 기법을 이용하여 영역을 찾고 

그 영역에 모양 필터(Shape filter)를 이용하여 신

호등이 아닌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 후 지리정보

(Geometry)를 이용한 적응형 탬플릿 필터

(Adaptive Template Matcher)를 이용하여 신호등

을 인식한다. 이 방법은 실시간 연산은 가능하지만 

Top-Hat 연산을 위한 마스크의 크기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스팟의 크기가 4 픽셀보다 큰 경우에만 

가능한 단점이 있다. 

2009년도 이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통신호등

은 백열전구에서 LED로 교체되었다. LED 신호등은 

PMW(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LED 신호등의 주파수와 카메라의 촬영 주

파수가 서로 달라서 획득된 영상에서 신호등의 깜

빡임(Blink)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주간에 LED 신호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전방

에 존재하는 신호등의 종류를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교차로에서의 전방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 도로에서 주행 중 녹화한 주

간 영상을 수집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간 신호

등 인식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전방 20 - 100 m 

내의 신호등을 인식한 후 그 종류를 판별하여 인식

된 신호등이 적색등이고 신호등과의 도달 거리가 

50 m 이내면 적색등 경고 신호를 발생하도록 한다.

 

Ⅱ. 제안하는 신호등 인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호등 인식 방법은 주간

주행 환경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YCbCr 컬러

영상이 입력이 되면 카메라와 입력 영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평선을 계산하고 입력영상에서 수평선 

좌표보다 위쪽 영역을 영상 관심 영역으로 설정한

다. 신호등 컬러 영역 추출 모듈에서는 앞에서 설정

된 관심영역에서 적색과 녹색의 신호등을 추출을 

위해 컬러 영상을 각각 Y, Cb, Cr 즉, 3 개의 채널

을 그레이레벨 영상으로 분리, 각각의 영상에 임계

값을 적용하여 녹색 영역, 적색 영역(이진 영상)을 

추출한다. 이때, 신호등 인식 모듈에서 하알-유사

(haar-like) 특징[9] 값의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Y 

컬러의 그레이레벨 영상도 생성한다. 신호등 인식 

모듈은 앞서 추출된 녹색/적색의 이진 영상에서 라

벨링 과정을 거쳐서 Blob 를 추출하고, 추출 된 

Blob의 가로/세로 길이 비, 넓이 비, 최대 넓이, 하

알-유사 특징 값을 기준으로 신호등 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신호등 판단 모듈은 신호등 인식 모듈에

서 최종적으로 판단된 신호등의 Blob를 바탕으로 

Blob 의 위치, 신호등 인식 상태 변수를 이용하여 

인식된 신호등 종류를 판단하고 신호등과 차량사이

의 거리, 알람 등 을 최종 결과로 결과영상과 함께 

출력한다.

1. 영상 관심영역 설정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에서 신호등의 위치는  

수평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호등 인식을  

위한 관심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의 

수평선 좌표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의 

heading 각도, 카메라 장착 높이, 카메라 시야각의 

정보를 이용하여 역 투영 연산 (IPM: Inverse 

Perspective Mapping)을 통하여 영상에서의 수평

선 좌표를 계산한다[4]. 연산된 좌표를 이용하여 수

평선 위의 영역을 검출 영역으로 설정하여 신호등 

이외의 잡음 요소를 검출하는 범위를 제한한다.

 
tan 

 
×sin 

 



tan 

 
×cos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9권 제  3호  2014년  6월                    147

구분 심볼 값

영상의 수평 해상도  640

영상의 수직 해상도  480

카메라 수평 시야각  40.5°

카메라 수직 시야각  40.5°

장착된 카메라 수평 각도  0°

장착된 카메라 수직 각도  0°

카메라 장착 높이  1.27 m

표 1. 카메라 센서와 영상의 정보

Table 1. informations of camera and image

tan 
  

영상의 정보와 카메라 정보가 표 1과 같다면 영

상 좌표계에서 점  는 식 (1), (2)를 통해 실 

좌표계에서 점   로 변환된다. 수평선은 실 좌

표계에서  가 무한대(∞)의 값을 가지므로 영상 

좌표에서 수평선의  좌표는 식 (2)에서  가 최대

를 갖는 값을 구하면 된다. 식 (2)에서  가 최대가 

되려면 식 (2)의 분모가 최소가 되어야 하므로, 식 

(3)이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면 수평선의 영상좌

표에서의 높이 값을 구할 수 있다.

2. 신호등 컬러 영역 추출

신호등 컬러 영역 추출을 위해 본 연구자가 

2011년도에 연구한 방법을 사용한다 [9]. 본 논문

에서는 녹색과 적색 화살표 신호등 패턴과 황색 신

호등 패턴을 제외한 녹색과 적색 원형 신호등만을 

인식한다. 따라서 신호등 컬러 영역 추출 모듈에서

는 영상에서 적색과 녹색의 신호등을 추출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YCbCr 컬러 영상을 Y, Cb, Cr 각각 

3 개의 채널을 그레이레벨 영상으로 분리하고, 각각

의 영상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녹색 영역, 적색 영역

(이진 영상)을 추출 한다.

그림 1. 신호등 인식을 위한 컬러 추출 방법

Fig. 1 Color extraction method 

for traffic light detection 

녹색 이진영상 추출을 위해 ( Cr < 112 && Cb 

> 120 ) 조건을 사용하고 적색 이진 영상 추출을 

위해  ( Cr > 145 ) 조건을 사용한다. 또한, 신호등 

인식 모듈에서 하알-유사 특징 값의 계산에 사용하

기 위한 Y 컬러의 그레이레벨 영상도 생성한다. 

3. 신호등 인식

신호등 인식 모듈은 그림 2와 같이 추출된 녹색

/적색 이진 영상에서 라벨링 과정을 거쳐서 Blob 

를 추출하고 추출된 Blob의 가로세로 길이 비, 넓

이 비, 최대 넓이, 하알-유사 특징 값을 기준으로 

신호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신호등으로 판단된 

경우 신호등 인식 상태 변수 blobOK 에 1 을 입력

한다.

 하알-유사특징[10] 값 계산 시 녹색 신호등의 

인식을 위해 표 2의 위쪽 마스크를, 적색 신호등의 

하알-유사 특징 값 계산 시 표 2의 아래쪽 마스크

를 사용한다. 이때 A영역은 추출된 Blob의 영역이

며 B영역은 A영역을 기준으로 색상 정보에 따라 

좌/우로 3배 확장 시킨 영역으로 적용하고 B영역은 

A영역을 포함한다.   는 A영역의 영상 밝기 합

을   는 B영역의 영상 밝기 합을 의미한다. 최

대넓이 판단을 위한 임계값으로 160 을, 가로/세로

비와 넓이 비의 조건으로 1.5 를 적용하고 적색 신

호등 하알-유사 특징 분류 기준으로 7 을, 녹색 신

호등 하알-유사 특징 분류 기준으로 20 을 적용한

다. 

그림 2. 신호등 인식 방법

Fig. 2 Traffic light de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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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종류
Haar-like 마스크

Haar-like 

특징값 계산식

녹색 흰색/검정 영역의

밝기합의 평균 차이

 영역 픽셀개수
 

적색

표 2. 신호등 종류에 따른 하알-유사 특징 마스크

Table 2. Haar-like feature mask as traffic light 

types

최대넓이 판단을 위한 임계값으로 160 을, 가로

/세로비와 넓이 비의 조건으로 1.5 를 적용하고 적

색 신호등 하알-유사 특징 분류 기준으로 7 을, 녹

색 신호등 하알-유사 특징 분류 기준으로 20 을 적

용한다. 

4. 신호등 판단

신호등 판단 모듈은 그림 3과 같이 신호등 인식 

모듈의 결과인 검출된 해당 색상의 Blob의 위치, 

검출 상태변수를 바탕으로 인식된 신호등 종류를 

판단하고 식 (2)를 이용하여 신호등과 차량사이의 

거리, 경고신호 등을 결과영상에 출력한다. 표 3과 

같이 신호등 인식과 미인식 시의 가중치의 증감량

을 다르게 이용하는 가중치 딜레이필터 (Weighted 

delay filter)를 사용하여 LED 신호등의 깜빡임 현

상으로 인해 신호등이 미인식 또는 오인식 되더라

도 인식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림 3. 신호등 판단 방법

Fig. 3 Traffic light recognition method

신호등 인식 유/무 가중치 증감량

신호등 인식 +10

신호등 미인식 - 1

표 3. 신호등 인식 결과에 따른 가중치 증감량

Table 3. Weighting value as results of traffic 

light detection

그림 4. 신호등 정보 출력 방법

Fig. 4 Display method of traffic light information

도로 교통법 상의 교통 신호등의 설치 기준에 

근거하여 신호등의 높이를 4.5 m 와 5 m 로 간주

하고, 그림 4와 같이 신호등 거리 판단은 식 (2)를 

사용하여 신호등의 높이가 4.5 m, 5 m 인 경우의 

거리를 계산하여 두 결과의 평균을 계산된 신호등 

거리로 산출한다. 특히, 그림 5와 같이 적색 신호등 

판단 후 적색 신호등 거리가 50 m 이하일 경우 운

전자에게 경고를 위해 “Caution”을 디스플레이를 

한다. 그림 5와 6은 인식된 신호등의 정보 출력 결

과이다.

그림 5. 적색 신호등 인식과 경고 알람 결과

Fig. 5 Red Traffic light detection 

and caution alarm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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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녹색 신호등 인식 결과

Fig. 6 Green Traffic light detection

Ⅲ.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간 신호등 인식 방법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640×480의 해상도를 가진 

30 fps의 30분 분량의 실제 도로 영상을 획득하여  

실험을 한 결과, 전체 시스템의 연산 속도는 약 11 

ms 으로 실시간 신호등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 7은 표 1의 카메라와 렌즈 파라미터를 식

(2)에 적용하여 신호등의 높이가 4.5 m 와 5 m 일 

경우, 신호등 영상좌표에 따른 자동차와 신호등 사

이의 실제 거리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래프이다. 

신호등이 20 m 거리에 있을 때는 오차가 약 3 m 

이지만 신호등이 90 m 거리에 있을 때 오차가 약 

13 m 로 나타났다. 신호등까지의 실제 거리가 70 

m 이상 일 때 영상 좌표의 높이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는 거리에 따른 신호등의 인식률과 신호등 

색상에 따른 최종 판단율을 나타낸다. 인식률은 영

상 프레임에서 실제로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을 

인식한 비율이며 판단율은 신호등으로 인식된 프레

임에 한해 신호등 색상을 제대로 판단한 비율이다. 

인식률 판단율

20 – 100 m 94.50 % 90.24 %

20 – 50 m 96.07 % 98.32 %

51 – 100 m 92.93 % 82.16 %

표 4. 거리에 따른 신호등 인식률과 종류 판단율

Table 4. Traffic light detection and recognition 

rate as distance between vehicle and traffic light

그림 7. 신호등 영상좌표(Y)에 따른 실제 거리

Fig. 7 Real distance as horizontal coordinate (y) 

of image

차량과 신호등사이의 거리가 20~100 m 일 때 

신호등의 평균 인식률은 94.50 %, 신호등 종류의 

평균 판단율은 90.24% 로 나타났으며, 차량과 신호

등 사이의 거리가 50 m 이내 일 때 신호등 인식률

은 96.07%, 판단율은 98.32 %, 그리고 적색등 경

고 신호 발생률은 98.89 %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

리가 50 m 이상일때 신호등 인식률은 92.93%, 판

단율은 82.16 %로 차량과 신호등 사이의 거리가 

50 m 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신호등 인식률과 신

호등 종류의 판단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 같

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거리가 멀수록 신호등

의 색상을 추출하기 어렵고 거리 판단 또한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100 m 내의 신호등 인식 방법과 적

색, 녹색 신호등의 종류를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호등 판단 시 LED 신호등의 깜

빡임 현상으로 인해 신호등이 미인식 또는 오인식 

되더라도 인식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호등 인식과 

미인식 시의 가중치의 증감량을 다르게 이용하는 

가중치 딜레이필터 (Weighted delay filter)를 제안

하였다.

향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인식을 위한 추가적

인 신호등 특징 추출 방법 및 시간 도메인에서의 

신호등 패턴 상태의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패턴의 

신호등 판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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