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명 신호등/교통표지판 영상 (수도권 지역) 데이터
(*영문명도 필수 (AI Dataset for Traffic Light and Traffic Sign Detection in Seoul Capital Area)
기재)
수도권 지역의 주행 영상에서 신호등, 교통 표지판의 위치를 파악하
구축 목적 고, 신호등의 신호상태나 표지판의 지시/규제/주의 등의 속성을 파악
하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탐지, 신호상태 파악 등의 자율주행 실시간 영상 인식
활용 분야 신호등/표지판
기술 개발,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지도 제작 자동화 기술 개발 등
신호등, 표지판, Bounding box, 탐지 데이터셋, 수도권,
주요 키워드 자율주행,
detection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영상 및 동적객체 과제에서 공유받은 영상 데이터를 원천데
이터로 하여, 신호등과 도로교통표지판의 위치를 bounding box 형태
로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각 객체의 상태 (신호등 불빛, 표지판
종류 등)의 2차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소개

- 300시간 이상의 원시데이터 (주행 영상)에서 이미지를 샘플링하고
객체 라벨링 및 비식별화 작업 수행
- 광각 카메라(예: 블랙박스)로 취득한 영상이 많으며, HD급 이하의
구축 내용 및 영상이 다수 존재
제공 데이터량 - 동적객체 과제에서 30만장 가량이 원천데이터를 전달 받아 가공하
여 수집환경의 다양성 향상
- 가공 이미지 수량: 1,106,678 장 (목표량: 1,100,000 장)
- 가공 객체 수량: 3,649,2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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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예시)

필요성

-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은 이미지넷과 같은 거대한 데이터셋의
구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부터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자율주행
연구와 AI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자율주행 데이터 구축 필요
- 해외 주요 자율주행 데이터셋 대부분이 차량 운행 중 동적 객체
(차량 및 보행자)데이터 중심으로 정적 객체(차선, 횡단보도, 신호
등, 표지판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
- 정적 객체 정보의 경우 국가별 도로교통 법규와 도로 시설물 표준
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정적 객체 데이터
기반 마련 필요성 존재 (예를 들어, 신호등의 경우 국내는 가로방향
이 많고, 해외는 세로방향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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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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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라이드플럭스]
- 책임자명 : 박중희
- 연락처(대표전화) : 064-749-8039
- 대표 이메일 : contact@rideflux.com
- 담당업무
· 비수도권 주행 데이터 수집
· AI 시범 모델 개발 (차선영역인식, 신호등 분류)
· 얼굴/차량번호판 비식별화
· 데이터구축 총괄
[참여기관 : 쏘카]
- 담당업무
· 전국 주행 데이터 수집
[참여기관 : 모빌테크]
- 담당업무
· 수도권 주행 데이터 수집
: 데이터메이커]
데이터셋 구축 [참여기관
- 담당업무
담당자
· 차선/횡단보도 데이터 라벨링
[참여기관 : 한국창직협회]
- 담당업무
· 차선/횡단보도 데이터 라벨링
[참여기관 : 인피닉]
- 담당업무
· 신호등/표지판 데이터 라벨링
· 얼굴/차량번호판 비식별화
[참여기관 : 중앙대학교]
- 담당업무
· 표지판 분류 압축 모델 개발
· 신호등 데이터 증강 모델 개발
[참여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담당업무
· 주행경로 생성/예측 모델 개발
· 보행자 탐지 모델 개발
TTA 품질검증 완료 ( O ) 진행중 ( )
최종데이터 완료 ( O ) 진행중 ( )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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