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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존 교통정보 수집체계는 주로 고정식 검지기를 활용하고 있어 시공

간적 제약이 발생한다. 일부 지점 또는 구간의 교통 자료를 수집하기 때

문에 장비가 미설치된 지역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계한 자료를

사용하므로 짧은 시간 단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동식 또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기술 개발과 스마트폰 자료를 활용한 연구

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수집 체계에서도 교통류의

밀도는 집계된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시간의 밀도를 추정할 수 없

다. 또한, 기존 교통 밀도 추정 방법론은 자율주행, 군집주행 등 미시적

인 수준의 교통밀도 정보를 요구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적용하기 어려

운 점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로컬 교통류 밀도를 주행 차량

중심의 특정 단위 구간의 차량 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짧은 시간 단위로

변화하는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한 영상 기반의 전방 차량 인

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알고리즘은 크게 세 단계, 즉, 딥러닝 기반의

차량인식, 도로 선형에 따른 단위 구간 길이 오차 보정, 로컬 교통류 밀

도 추정으로 구성된다.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이미지 빅데이터를 대상으

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차량 인식 성능 평가, 도로 선형에

따른 오차 보정 전후 비교,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치를 검토하였다.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로 차량을 인식하기 위하여 영상 처리 알

고리즘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YOLO(Yon-Only-Look-Once)

모델을 활용하였다. YOLO의 초기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선행연구 대비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YOLO 알고리즘이 국내의 실제 도

로 환경에 적합하고 높은 인식률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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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로 선형을 크게 종단 선형과 평면 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오

차 보정법을 적용하여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을 수행했다. 로컬 교통류

밀도의 단위 구간인 도로 중심선 길이의 평균값은 1m가량 증가했다. 이

미지 자료 수집 구간의 도로 기하구조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결

과이다. 다양한 도로 선형 이미지 자료를 구성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지만, 이미지 자료 수집을 위해 실제 도로 주행을 실시한 구간은

교외 주거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써 여러 교통량 수준과 다

양한 차종 이미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조사 장비에 대해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영상 장비는 조사 차량의 외부 상단에 탑재하였는데, 일반적인 승용

차 높이에서는 수집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밀도의

단위가 되는 도로 중심선 길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촬영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결과적으로 가능 범위

를 최대한 넓혀 적합한 단위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고 도로 선형을 파악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컬 교통

류 밀도 추정치는 향후 다음과 같은 고도화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도로 전체 구간의 밀도 추정에 확장 가능성이 있다. 확률 모형 등

의 적용으로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치를 통해 전체 도로 구간의 밀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효과척도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도로 구간 또는 실시간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야 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로컬 교통류 밀도, 전방 차량 인식, 실도로 주행 환경,

도로 선형 보정, 디지털 영상 처리

학 번 : 2019-2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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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존 교통 자료의 수집은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와 같은 고정식 검지

기를 사용하여 수집되고 있다. 고정식 검지기는 지점 및 구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 장치가 설

치되지 않은 지역과 짧은 시간 단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

운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고정식 검지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교통 데이

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간별 지점별로 많은 설치가 요구되며, 이는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고정식 검지기로 수집된 집계 정보는 실시

간으로 변하는 교통정보대응과 장래예측에 정확성 및 처리속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선통신기술 개발과 스마트

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형 실

시간 교통 데이터 수집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동식으로 수집되는 교

통 데이터는 기존의 검지기 정보 대비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교통류 지표는 일반적으로 교통량, 속도, 밀도를 말한다. 그러나 교통

데이터 중에서 교통량과 속도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다. 교통류의 밀도는

혼잡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도로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류 정보 수집 목적의 밀도 측

정 검지기는 없다. 교통류 밀도는 교통량과 속도 자료로 추정하여 사용

하고 있다.

교통학 분야에서 교통류 밀도를 추정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

분된다(김민정 외, 2019). 첫째, 교통류 이론을 활용한 밀도 추정 방식이

다. 이 방식은 교통량과 속도의 관계식을 통해 밀도를 계산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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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검지기 정보를 활용한 밀도 추정 방식이다. 지점 검지기로 점유율

을 계산하여 밀도를 추정한다. 셋째, 차량 궤적 정보와 시공도를 활용한

밀도 추정 방식이다. 대상 구간의 시공도를 나타내 밀도를 계산한다. 마

지막은 영상 자료를 활용해 밀도를 계산한다. 영상 자료는 도로의 특정

지점에서 수집되어 차량을 계수하고 집계하여 밀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교통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연구에서는 주행차량 중심의 세부적

인 교통류 특성 정보를 필요로 한다. 첫째는 자율주행 차량 관련 연구이

다. 자율주행 차량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이 필수 탑재되어 있다. ADAS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영상 장비는 각종 센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행 영상을 처

리하기 위해서 선행 차량과의 거리, 주변 교통류 밀도 등의 정보가 필요

하다. 다음은 Connected-car 관련 연구이다. 자율주행과 함께 군집주행

은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집주행은

Connected-car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자율주행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류 내에서 주변 차량과의 상호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관련

연구는 도로교통의 외부효과 연구이다. 예컨대, 도로교통과 대기질의 관

계 등에 관한 연구(Grote et al., 2016; Kumar and Goel, 2016;

Westerdahl et al., 2009)등이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 관련 연구들은 근본

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더 세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통 연구 분야에서 요구되는 미시적 관점의

교통류 밀도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 특정 단위구간을 점유하는 차량의 대수, 즉 로컬 교통

류 밀도를 측정하고자 한다(Dhurandher et al., 2012; Mao & Mao, 2013;

Garelli et al., 2011; Cao et al., 2011).

로컬 교통류 밀도는 차량 주변의 인식 기술을 토대로 추정하며, 차량

주변 인식에는 무선 통신, 레이저 센서, 이미지 촬영 방법의 세 가지 방

법이 활용되고 있다(Zacharias and Froschle, 2018; Mukhtar et al.,

2015). 첫째,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춘 차량들로 형성된 통신 네트워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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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차량이 통신 노드 역할을 하며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이다

(Darwish and Abu bakar, 2015). 둘째, 레이저 센서 방식은 레이저를 쏘

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물체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는 시스

템이다. 셋째, 이미지 촬영 방식은 이미지를 통해 차량을 검출 및 인식하

는 방법이며, 영상장비가 비교적 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영상을 활용한 교통 정보 수집 장치는 크게 CCTV 등의 고정형 수집

장치와 ADAS와 같은 이동식 수집 장치로 나눠진다. 먼저 고정형 영상

자료인 CCTV 자료의 경우 차량군(Platoon)의 형태로 이동하는 교통류

의 밀도 측정에 정확도가 떨어진다(Haouari et al., 2016). 이동식으로 수

집되는 영상 자료의 대표격인 ADAS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밀도 추정은

도로의 기하구조와 선형 등에 따라 차간 거리 오차가 발생하여 한계가

있다(Park & Hwang, 2014). 이처럼 영상 기반 이동식 수집 방법의 한계

는 정확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 주행차량을 중심으로 전방 차량

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한다. 전방

차량의 인식은 조사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되는 3초 단위의

이미지 자료를 사용한다. 수집된 이미지 자료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인 YOLO(You-only-look-once)를 통해 계수

하며 동시에 차종의 분류도 수행한다. 다음 단계에서 도로의 종단선형과

평면곡선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할 수 있고, 도로 선형에 따른 오차

보정 전후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 방법의 성능을 검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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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해 로컬 교통류 밀도

를 추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이미

지는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 수집된다. 수집자료 및 분석결과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차량 인식 환경이 다양한 서울시 동작대로 이

수역-이수고가차도 구간(1,190m)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구간

은 교외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많은 교

통량과 다양한 차종으로 구성된 교통류 특성을 지닌다. 실제 도로 주행

조사는 2020년 8월 넷째 주부터 9월 다섯째 주의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수행되었다. 오전첨두, 오후첨두, 비첨두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매주 화

요일 18시부터 20시,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3초

간격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연구목적과 같이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

서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방법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전통적인 교통류 밀도 추정 방법론의 고

찰하고 한계를 도출한다. 또한 교통 밀도 추정 방법론의 분류를 통해 로

컬 교통류 밀도의 정의와 추정 필요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과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

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한다. 이미지 자료 가공, 딥러닝 네트

워크 학습과정을 통한 전방 차량 검출, 검출 성능 평가 검증, 종단선형

및 평면곡선 오차에 따른 도로 중심선 길이 보정, 로컬 교통류 밀도 추

정으로 이어진다. 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제 도로 주행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조사 장비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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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개요와 조사 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석 대상 제외 이미지의

처리 방식을 소개한다. 5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토대로 얻어

진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차량 검출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도로 선형에

따른 오차 보정 전후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값의 비교 분석과 날짜별

주행 조사 및 밀도 추정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에 대해 정리

하고 의의를 정리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를 검토하여 향후 연구 과제

를 제시한다.

<그림 2-1> 연구의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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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연구의 고찰

이 장에서는 로컬 교통류 밀도를 정의하고, 추정의 필요성을 고찰한 후

기존의 교통 밀도 추정 방법과 한계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

과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 1 절 로컬 교통류 밀도

1. 기존 교통 밀도 추정 연구

교통류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밀도(density)는 도로의 단위 길이

당 차량 수로 정의된다(Elefteriadou, 2014). 밀도는 도로 교통 상황을 평

가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이어져왔다. 전통적으로 교통 밀도를 측정 또는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김민정 외, 2019). 첫 번째는 교통류 이론을 이용한

밀도 추정 방식이다. 검지기를 통해 수집된 교통량과 속도를 집계하여

간접적으로 밀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교통류가 여러 개의 차량군

으로 나누어졌을 때 차량군에 속하는 각 차량의 속도가 일정할 경우 교

통류 이론에 근거하여 밀도를 추정한다(Edie, 1963). 그러나 실제 도로는

개별 차량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한다(May, 1990).

   ×   (2 - 1)

  교통량 대시

  공간평균속도 시

  밀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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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밀도 추정 방식은 점유율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특정 지점에

서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점유율의 개념을 사

용하여 식 (2-2)와 같이 추정한다(May, 1990).

 


  (2 - 2)

  밀도 대

  차량 평균 길이

  검지기 길이 

  점유율

이 방식은 교통류 내 차종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로 변환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차종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식

(2-3)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Gerlough et al., 1997).

 





 ⋯

 
 ×  (2 - 3)

  밀도 대

  통과 차량 대수 대

  차종별 평균 차량 길이 

  수집 주기 초

  점유율 초

세 번째는 영상정보를 활용한 밀도 추정 방식이다. 영상정보는 영상검

지기(VDS) 또는 항공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정 구간을 지속적으로 촬영

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고정식 영상검지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구간 일

부를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식 (2-4)와 같이 밀도를 추정한다(Do, 1989).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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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도로 구간 내 차량 대수 

  도로 구간 

마지막은 차량궤적정보 기반으로 밀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추

정구간 내에서 이동시간과 구간의 길이와 수집시간의 세 가지 정보를 이

용하여 계산된다. 시간 점유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식 (2-5)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Edie, 1963).

  
  (2 - 5)

  지점와 간 밀도 대

  차량 통행 시간 초

  자료 수집 주기 초

  지점의 좌표

2. 기존 교통 밀도 추정 방법의 한계

도로 교통 혼잡과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의 평가 및 분

석연구에서는 교통 밀도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 새로운 연구

들 역시 교통 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네 가지의

방법으로 추정된 교통 밀도는 새로운 연구에서 요구되는 주행 차량 주변

의 밀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교통밀도가 요구되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

행차량 관련 연구이다.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교통류의 각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정승원 외, 2017). 이

때는 거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의 추정이 요구된다. 특히

차량 간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방 교통류의 인지를 필요로 한

다(이준영 & 이경수, 2015). 이는 주행 차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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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 교통 밀도 측정을 의미한다. 둘째,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과 군집주행 연구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차량을 주변과 연결하

는 앱 또는 서비스와 기술을 의미하며 차량과 차량의 연결(V2V,

Vehicle to Vehicle)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V2V기술을 통해 군집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군집주행 시 차로변경과 차량군집(Platoon)의 속

도제어 등은 자율주행차량과 동일하게 전방 교통류를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의 외부효과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도로 교통과 대기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로컬 단위의 교통

류를 측정해야 한다. 실제 도로의 대기질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집계된

교통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Grote et al., 2016; Kumar and Goel,

2016; Westerdahl et al., 2009). 해당 연구의 정확성 및 질적 향상을 위

해 미시적 관점의 도로 구간 밀도 측정이 필요하다.

3.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연구

교통 밀도 추정 방법은 <그림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장 크

게 기반시설(Inftrastructure)의 유무로 구분된다. 먼저 기반시설에 의한

밀도 추정 방법은 루프검지기(loop detectors), CCTV, 무선 차량 센서

(wireless vehicle sensors), 레이더(roadside radar) 등 기반시설에서 수

집된 교통류 특성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기존 교통 밀도 추정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가 수집된 특정 구간의 밀도만 측정할

수 있어서 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때문에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Panichpapiboon & Pattara-atikom,

2008).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 밀도 추정 방법은 세 가지로 나

뉜다. 통계모델에 의한 밀도 추정 방식, 클러스터링(Clustering) 또는 그

룹핑(Grouping) 추정 방식,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기반

교통류 정보 수집 방식이다(Darwish & Abu Bakar, 2015).

이 때 차량 간 통신 기반 교통류 정보 수집 방식은 차량 중심의 로컬

교통류 밀도를 측정하여 전체 도로 구간의 밀도를 추정한다. 이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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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모바일 기반의 차량 간 무선 통신을 사용하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이동형 RSU(Road-Side Unit), OBU(On-Board

Unit) 등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차량 주변의 교통류 특성 정보를 수집

하며, 도로 구간 내 여러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분산된 자료들을 무선 통

신을 활용해 집계하여 전체 교통 밀도를 추정한다. 이 때 하나의 차량에

서 수집된 주변 차량의 수를 로컬 교통류 밀도로 정의한다

(Panichpapiboon & Pattara-atikom, 2008; Mao & Gao, 2013; Garelli et

al., 2011; Dhurandher et al., 2012; Yu et al., 2013; Mouzna et al., 2009;

Alsharif et al., 2013).

<그림 3-1> 교통 밀도 추정 방법 분류 개념도

<그림 2-1>은 교통 밀도 추정 방법 분류 개념도를 나타낸다. 교통 밀

도 추정 방법의 갈래는 크게 기반시설의 유무로 나뉘며, 기반시설을 필

요로 하지 않는 방법은 통계모델 활용, 클러스터링 또는 그룹핑,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은

OBU, 레이저 센서, GPS, 이미지를 활용해 차량 주변의 로컬 교통류 밀

도를 도출하고 이를 집계하여 전체 도로 구간의 교통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반시설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교통 밀도

추정의 단점인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나, 이미지 촬영 방법을 제외한 나

머지는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미

지 자료를 이용한 방법은 차종별 외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차량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고, 무선 통신 및 레이저 센서 대비 처리 속도가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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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점이 있다(Sun et al., 2006). 또한 도로 선형으로 인해 차간 거리

추정에 오차가 발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Park &

Hwang, 2014). 따라서 이미지 자료를 이용한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완방법이 요구된다.

제 2 절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전통적인 교통 밀도 추정 방법과 새

롭게 연구되는 교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교통류 특성 정보의 괴리를 알

수 있었다. 자율주행, C-ITS 등의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 주변의 짧

은 단위 구간에 대한 교통 밀도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로컬 교통류 밀도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로컬 교통류 밀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추정의 필

요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방법의 한계점으로 고비용의 여러 장

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범용적인 영상 수집 장비를 활용해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이미지 자료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며 수집되기

때문에 주변 배경이 계속 변한다. 따라서 차량 검출 시 주변 배경에 영

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차량의 형태는 일반화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도로에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종 분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여러 유형의 차량이 하나의 교통류에서 동등한 대수로 측정되

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Arasan & Arkatkar, 2010; Arkatkar et

al., 2016; Sonu et al., 2016). 따라서 전방 차량을 인식하기 위한 알고리

즘으로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Redmon et al. (2016)의 YOLO알고리

즘을 바탕으로 한다.

요약하면, 선행연구의 방향과 달리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하

여 디지털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도로 기하구조에 따라 발생

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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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개요

본 장에서는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의 필요성을 고찰한 결과를 토대

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을 도출한다. 2절에

서는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으로 채택한 YOLO(You-Only-Look-Onc

e) 알고리즘의 개념과 특징, 분석 과정인 이미지 라벨링(Image Labellin

g), 일부 수정된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검출 성능 평가 방법을 기술한

다.

3절은 로컬 교통류 밀도의 단위가 되는 도로 길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단순 차간 거리가 아닌 도로 중심선의 길이를 측정하고, 종단

경사와 곡선반경을 차례로 검출한다. 검출된 값은 오차 보정에 활용된다.

도로 선형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영상 처리 기법은 투영변환과

Canny Edge Detection, Hough Transformation이 사용된다.

제 2 절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

1. 차량 검출 알고리즘(You-Only-Look-Once) 개요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이다. 또한 이미지 자료의 속성과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 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영상 처리의 다양한 알고리즘(Classification, Feature

extraction, Projection, Object detection)들 중 차량을 검출하는 객체 검

출(Object detection)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연구의 최종 목표인 로컬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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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내에서 차량 유무 판단 및 계수와

차종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Redmon et al. (2016)은 새로운 객체 검출 알고리즘인 YOLO(You

Only Look Once)를 제안하였다. YOLO는 이미지를 여러 개의 격자로

분할하고, 각 공간에서 객체를 대상으로 경계상자(bounding box)와 클래

스(class)의 확률을 회귀문제(regression problem)로 구성하는 합성곱 신

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예측 방법이다. 예측

과정에서 물체의 유무를 확인하여 위치를 검출하는 과정과 물체를 분류

하는 인식의 과정을 동시에 수행한다.

YOLO의 세 가지 특징은 본 연구의 객체 인식 알고리즘으로써 장점

을 가진다. 첫째, 다른 객체 검출 알고리즘 대비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YOLO는 원본 이미지를 분할하여 분할한 영역의 정해진 위치와 크기의

차량을 찾는 딥러닝 네트워크로 구성된 단일 단계 방식(Single-stage

methods)으로 2단계 방식(Two-stage methods)인 Faster-RCNN,

R-FCN, FPN-FRCN 알고리즘 대비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Liu, 2016;

Lin, 2017). 둘째, 객체의 특징을 일반화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변하는 배

경에서도 차량을 검출하는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객체의

유형화가 가능하고, 알고리즘 구성 단계에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YOLO를 통해 실제 도로 주행 이미지에서 차량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의 구축 과정은 크게 라벨링(Labelling)이 완료된 학습 데이터셋(dataset)

구축, YOLO 네트워크 학습(Training), 모델 성능 평가(Validation)의 세

단계로 나뉜다. YOLO를 통해 차량을 검출하는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전체 이미지에 학습된 신경망(CNN)에 적용한 후 이미지를 격자

형태의 여러 셀(cell)로 나누고, 신경망에 의해 각 셀별로 경계 상자와

차종의 확률을 예측한다. 예측된 결과(Confidence score)가 특정 임계치

이상인 경계상자만을 검출 결과로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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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YOLO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출 과정

2. 차량 검출을 위한 이미지 라벨링

먼저, YOLO 네트워크에 학습을 진행할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셋은 이미지 자료와 라벨 자료로 구성되는데, 각 이미

지와 라벨 자료는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한다. 여기서 라벨 정보는 차종

과 4개의 꼭지점 좌표이다. 4개의 꼭지점 좌표는 차량의 위치(,  좌표)

와 크기(너비 및 높이)를 나타낸다. 개별 이미지에 라벨 정보를 입력하

고, 라벨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을 라벨링(Labelling)이라고 한다. 라벨링

단계에서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트럭, 버스로 구분한다. <그림 3-2>와

같이 도로가 혼잡한 경우 전방의 차량이 중첩되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

에 대비하여 차량의 상단 부분을 또 다른 클래스(classes)로 구분한다.

여기서 중/대형 트럭과 버스는 중첩되는 경우에도 후면부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상단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각 차량의 전면부도 함께 학습

한다.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검출하면 안되기 때문에 차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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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를 학습하고, 검출 단계에서 각 차종별 후면부와 상단부 만을 검출

한다. 단순 4개의 차종으로 구분하여 학습한 결과와 전면, 후면, 상단부

를 구분하여 학습했을 때의 성능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높은 성능을 보

이는 라벨링을 택한다. 전면, 후면, 상단부를 구분하면 <표 3-1>과 같이

총 14개의 클래스로 구분된다. 라벨 정보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LabelImg Software(Tzutalin, 2015)를 사용한다. <그림 3-3>는

LabelImg를 활용한 이미지 라벨링 과정의 예시이다. 이미지에서 검출의

대상인 차량에 대해 각각 경계 상자(Bounding box)를 생성한다. 경계 상

자의 속성은 차종, (, )좌표, 너비, 높이를 포함한다.

차종 전면부 후면부 상단부

승용차 ● ● ●

승합차 ● ● ●

소형 트럭 ● ●

중형 트럭 ● ●

대형트럭 ● ●

버스 ● ●

<표 3-1> 이미지 라벨링 차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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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도로 혼잡 상황에서의 차량 중첩

<그림 3-3> LabelImg 활용 데이터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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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OLO 네트워크 학습

다음은 YOLO 네트워크 학습 과정이다. 앞서 구축한 이미지 데이터셋

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입력하고 학습을 진행하여 신경망 모형인

“.weights” 형식의 파일을 생성한다. YOLO 알고리즘은 신경망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으로 사용하는 입력 라벨 자료인 경계 상자와의 차이를 손

실함수(Loss function) 식 (3-1)과 같이 계산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

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식 (3-1)의 첫째, 둘째 항은 좌표의 위치와 너

비 및 높이에 대한 오차를 의미한다. 셋째, 넷째 항은 차량의 존재 여부

에 대한 오차를 나타내고 마지막 항은 차종 오차를 의미한다.

YOLO 알고리즘은 이미지가 단 하나의 객체만을 포함하는 검출에서 높

은 성능을 보인다(Everingham et al., 2010; Redmon and Fahradii,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셋은 복잡한 배경과

작게 촬영된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지의 형태와 환경에 적

합하도록 세 가지 파라미터(Resize, Batch size, Learning rate)를 수정한

다. 먼저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이미지 크기를 608 × 608 px 크기로 조정

하여 계산 속도를 높인다(Resize). 수집된 이미지의 크기는 5,152 ×

3,432 px 크기의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입력 단계에서 크기를

조절하더라도 검출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배치 크기

(Batch size)를 일반적인 64에서 절반으로 줄인 32를 적용한다. 실제 도

로 주행 조건에서 수집된 하나의 이미지에는 많은 차량이 포함되기 때문

에 계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에서 차량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보다 작기 때문에 학습률(Learning

rate) 역시 절반인 0.005로 수정한다. 학습률은 한 번의 iteration에 대한

조정값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차종, 위치, 크기의 라벨 정보를 학습

할 때 앞서 기술한 손실함수 값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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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상자의 변수 값을 더 반영하기위한  

  차량이 없는 영역에 대한 값을 덜 반영하기위한  

  수
  하나의 내 경계상자의 수
   

   경계상자의 중심 좌표
  경계상자의 너비 및 높이
 번째 에 물체가 해당 차종일 확률


   번째 에 물체가 있고 번째 경계상자의 예측 값이 높을때
  


   번째 에 물체가 없을때

  


   번째 에 물체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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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검출 성능 평가

YOLO 네트워크의 학습 결과로 생성된 신경망 모형인 “.weights” 파

일의 검출률 및 정확도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mAP(Mean Average Precision)지표로 평가한다. mAP는

검출하고자 하는 모든 차종의 AP(Average Precision)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되는데, AP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확도(Precision)와 검출률(Recall)

을 도출해야 한다. 식 (3-2)는 정확도를 의미하고, 모든 검출 결과 중 실

제 값과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식 (3-3)은 검출률을 뜻하며 실제

값 중 검출된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3-4>와 같이 성능 평가 과정을

거쳐 정확도와 검출률을 계산한 뒤, PR-curve를 작성하여 그래프 면적

을 합하여 AP를 구한다. 이후 모든 차종에 대해 계산하여 mAP를 도출

하고 신경망 모형의 성능을 평가한다.

      (3 - 2)

  정확도  

  옳은 검출실제 값을 검출  

  틀린 검출실제 값이 아닌 값을 검출  

      (3 - 3)

  검출률  

  옳은 검출실제 값을 검출  

  미검출실제 값 중 검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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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신경망 모형의 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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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차량 검출 알고리즘으로 도출한 전방에 위치한 차량의 수를 단위 구

간으로 나누어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한다. 즉, 조사 차량으로 수집한

이미지에서 측정이 가능한 지점까지의 구간 내 점유하는 차량의 수를 계

산한다. 따라서 식 (3-4)과 같이 계산된다.

  max

   (3 - 4)

  차량 대수
max  최대 인식가능 범위 

  조사 차량 위치

교통 밀도는 도로나 차선의 특정 길이를 점유하는 차량의 수를 구간

길이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Traffic Engineering, 2004; 도로용량

편람, 2013). 그러므로 로컬 교통류 밀도의 최대 인식 가능 범위는 차간

거리가 아닌 도로 중심선 길이로 계산한다. 도로 구간이 평지이고, 직선

구간일 때 최대 인식 가능 범위는 상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도로는 복합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파악하고, 이를

보정해야 한다. 다음 3절에서는 종단선형과 평면선형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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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로 선형 보정

1. 개요

도로 선형은 크게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으로 나눠지며, 도로 선형에 따

라 이미지에서 검출 가능한 최대 범위는 변한다. 종단선형과 평면선형이

존재하는 경우 <표 3-2>, <표 3-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차가 발

생한다. 즉, 기본 단위 구간이 되는 평지구간과 직선구간에서의 거리인

는 , 와 다르다.

구분 거리 종단선형 형상

평지

구간


평지

구간과

종단

곡선이

혼재



종단

곡선

구간



<표 3-2> 종단선형 형태별 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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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선 구간
직선 구간과 평면

곡선 구간이 혼재
평면 곡선 구간

거리   

평면선형

형상

<표 3-3> 평면선형 형태별 거리 비교

따라서 실제 도로 이미지에서 종단선형과 평면선형을 검출 한 후, 각

각의 보정과정을 거쳐 최대 촬영 가능 범위를 설정한다. 이에 앞서 평지

이며 직선구간일 때의 단위 구간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 3

장 조사 방법에서 구축한 실제 도로 조사 차량의 환경 하에 평지이며 직

선구간일 때 최대 촬영 가능 범위는 실험을 통해 60m라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 때 이미지의 좌표는 하단으로부터 47%의 높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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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 선형에 따른 오차 보정

주행 이미지에서 차선을 소실선으로 하는 소실점을 검출할 수 있다.

이미지에 존재하는 차선을 연장하여 교차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도로 주행 이미지에서는 다수의 차량이 중첩되어 차선이 가

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Canny Edge Detection을 적용하여 이미지의

에지(Edge) 성분을 추출하고, Hough Transformation을 적용하여 차선을

검출한다.

Canny edge detection 알고리즘은 다양한 에지 검출 방법 중 가장 정

확하게 정의된 연산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anny(1986)에서는

에지 검출의 성능 평가 기준을 정확한 검출(Good detection), 검출의 국

소성(Good localization), 단일 대응(Simple edge)으로 설명하며, 제안한

검출 알고리즘은 위 성능 평가 기준에 모두 만족한다. 이는 에지를 검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될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행 이미지

에서 많은 차량을 식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행 이미지

를 Canny Edge Detection 과정을 거치면 윤곽선 이미지로 검출되고, 추

출한 후 Hough transformation(Duda & Hart, 1972)을 통해 차선을 검출

한다.

위 과정을 통해 검출한 차선을 가상으로 연장하였을 때 교차되는 소

실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때 소실점의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 및 각

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도로의 종단 경사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카메라

의 각도, 초점거리, 화소와 같은 설정환경을 알고 있을 때 소실점의 위치

의 변화량에 따라 도로의 경사도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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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실제 도로의 종단선형과 주행 이미지의 관계 개념도

최대촬영가능지점
 카메라설치높이 

  최대촬영가능범위 

  이미지의 높이 

  초점거리 

 평지구간일때소실점의 좌표 

 경사 구간일때소실점의 좌표와 의 차이 

 평지 구간일때최대촬영가능지점과 카메라 설치 사이의 각도
 평지 구간일때카메라의 중심과 최대 촬영가능 지점과의 각도
 경사 구간일때최대촬영가능지점과 카메라 설치 사이의 각도
 경사 구간일때카메라의 중심과 최대 촬영가능 지점과의 각도
  종단 경사 

  종단 경사 오차 보정 후 도로중심선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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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의 실제 도로와 이미지 관계 하에 종단 경사()를 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평지 구간에서 삼각함수에 의해 다음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tan   (3 - 5)

  


  (3 - 6)

  tan
   (3 - 7)

식 (3-5) ∼ 식 (3-7)을 경사구간에 적용하면 식 (3-8) ∼ 식 (3-10)과

같이 정리된다.

 tan∙tan  (3 - 8)

∴  tan ∙tan

   

  


  (3 - 9)

  tan
   (3 - 10)

식 (3-10)를 식 (3-9)에 대입하면,

tan 
   


tan∙tan

  (3 – 11)

식 (3-11)을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식 (3-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n


 tan


tan 

   (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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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cot

tan 

   (3 - 13)

∴ tan 








∙cot

tan 

  



 (3 - 14)

식 (3-14) 우변의   는 각각 2.4m, 60m, 58mm의 고정값이기 때문

에 이미지 중심으로부터 소실점까지의 축 크기()의 정보만 추출하면

이미지의 종단 경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종단 경사에 따른 오차를 보정한 도로 중심선의 길이()는

삼각함수에 의해 ∙sec로 계산된다.

3. 평면 선형에 따른 오차 보정

평면선형은 직선 구간과 직선 및 곡선이 혼재된 구간, 곡선구간으로

구분된다. 직선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구간에서는 조사차량부터 최대

촬영 가능 지점까지 호의 길이를 계산하여 도로 중심선 길이를 도출함으

로써 단위 구간의 길이를 보정한다.

원본의 주행 이미지를 사용하면 카메라의 시점이 도로의 실제 선형과

달라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면선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지 내에 다수의 차량이 존재할 경우 차선을 검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림 3-6>과 같이 원본 이미지를 투영 변환하여 Top-view로 변환한

뒤 Canny edge detection을 적용하여 차량의 윤곽선을 추출한다. 이후

Hough transformation을 활용해 도로의 차선을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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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op-view 변환 이미지 개념도

Hough transformation을 통해 검출 범위 내 곡선구간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직선과 곡선이 혼재한 경우 이를 분리할 수 있다. 즉, 곡

선부의 시점과 종점을 알 수 있게 되고 원곡선의 각 요소를 나타낸 <그

림 3-7>와 같이 곡선의 시·종점부 접선의 길이와 외선 길이 값을 도출

할 수 있다(도로설계편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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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곡선구간의 원곡선 요소

 원곡선의 접선 길이 

 외선 길이 

  원곡선의 곡선반경 

  교각 

  도로 중심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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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선의 접선 길이()와 외선 길이(), 교각(), 곡선반경(), 도로

중심선의 길이()의 관계는 다음의 식 (3-15) ∼ 식 (3-25)와 같다.

 ∙tan
   (3 - 15)

 ∙cot
   (3 - 16)

  ∙sec
   (3 - 17)


sec

 


 (3 - 18)

식 (3-16)를 식 (3-18)에 대입하면,

∙cot
 

sec
 



 (3 - 19)

식 (3-17)을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 (3-20), 식 (3-21)과 같다.

sec
 ∙cot

 


 (3 - 20)

cos
 

sin
 






 (3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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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삼각함수의 배각공식을 적용하면,

sin
 ×

sin
 cos

 






 (3 - 22)

tan
 


 (3 - 23)

∴  tan 

   (3 - 24)

따라서 이미지로부터 식 (3-22)의 곡선부 시·종점부의 접선 길이()

와 외선 길이()를 추출할 수 있다면 교각()과 곡선반경()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호(arc) 형태의 도로 중심선 길이를 식 (3-25)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3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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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료

제 1 절 조사 방법 및 수행

본 연구에서는 영상 수집 장치가 탑재된 조사차량을 활용해 실제 도

로를 주행하며 이미지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이미지 자료는 다음 장

에서 제안하는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에 사용된다. <그림 4-1>은 조사 차량으로서, 차량 외부 최상단에 영상

수집 장비인 DSLR을 탑재하고, 3초 단위 간격으로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보조 장비인 Intervalometer를 카메라에 연결하여 함께 구

축하였다. 조사차량은 사람이 직접 계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료 수집

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4-1> 영상 자료 수집 목적의 조사 차량

실제 도로 이미지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차량, 영상 수집

장치, 촬영 보조 장비의 3가지로 구성되며 각 장비의 제원은 <표 4-1>

과 같다. 먼저 차량은 기아 레이이며, 영상 수집 장비로 사용되는 DS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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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ikon D850, 사용되는 렌즈는 AF-S NIKKOR 58MM 1:l.4G이다. 이

때 카메라는 차량 상단 0.7m 높이에 장착되어 지면에서 2.4m 높이에 위

치한다. 또한 DSLR을 3초 간격으로 자동 촬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S

MDV-T803을 사용한다.

차량 영상 수집 장치 촬영 보조 장비

전장 3,595mm
화소 4,575만

호환모델 Nikon D850
센서면적 36*24mm

전폭 1,595mm
ISO 100-25600

촬영간격 1초 이상
전고 1,700mm

초점거리 58mm

<표 4-1> 실도로 주행 조사 장비 주요 제원

실제 도로 주행 조사 차량의 최대 촬영 가능 범위는 평지, 직선 구간

일 때 기본 도로에서의 실험을 통해 60m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조사 차량의 최대 촬영 가능 범위는 <그림 4-2>의 개념도와 같다. 또한

이 때 이미지의 좌표는 최하단으로부터 1,896px이다.

<그림 4-2> 조사 차량의 최대 촬영 가능 범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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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미지 자료

제 1장 2절에서 기술한 시·공간적 범위에 따라 영상 수집 장비를 구

축한 조사 차량을 활용하여 왕복 주행하며 이미지 자료를 수집한다. 최

종 수집한 이미지는 총 19,200장이며, 이미지의 크기는 5,152px *

3,432px 이다. 이미지의 수집은 <그림 4-3>과 같이 서울시 동작대로 이

수역-이수고가차도 구간에서 수행된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중간

차로에서 이미지를 수집해야 전방에 위치한 모든 차량이 촬영되며 1차로

또는 3차로 주행 시 <그림 4-4>와 같이 모든 차량이 촬영되지 않는다.

조사 구간을 왕복하며 주행할 때 U턴구간 및 진입을 위한 1차로 주행

이미지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 836장을 제외하고

18,364장을 활용해 수집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이미지 자료의 예시는

<그림 4-5>과 같다.

<그림 4-3> 분석 이미지 자료 수집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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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분석대상 제외 이미지(U턴구간 및 양 끝 차로 주행)

<그림 4-5> 분석 대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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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차량 검출 성능 평가

제 4장에서 서술한 이미지 라벨링 및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일부 파라

미터를 수정한 YOLO 네트워크로 학습을 진행하고 성능 분석 결과를

mAP(Mean Average Precision)을 활용해 평가한다. 초기 알고리즘은 승

용차, 승합차, 트럭, 버스의 총 4개 클래스로 라벨링하여 YOLO 네트워

크에 학습시켜 신경망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 때 전체 19,200장의 이미지

중 무작위로 13,440장(70%)의 훈련데이터와 5,760장(30%)의 검증데이터

세트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mAP=54.04% 으로 낮은 성능으로 평가되었

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낮은 성능으로 귀결되는 원인을 파악하였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재학습했다. 최종적으

로 mAP는 88.73%을 기록해 초기 알고리즘보다 약 1.7배 성능을 높였다.

<그림 5-1>은 학습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손실값을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녹색 선과 주황색 선은 각각 초기 알고리즘과 개선된 알고리

즘의 학습 반복 횟수(iterations)와 발생한 손실값(Loss)을 나타낸다. 먼

저, 초기 알고리즘의 최대 반복 횟수는 48,200회로 설정하였지만, 28,900

회의 반복 이후 손실값은 0.85로 수렴하였다. 손실값이 감소하지 않은채

로 학습이 반복되는 경우에 과적합(overfitting)되는 경향을 띄어 신경망

의 전체적인 성능을 저하시킨다(Weise et al., 2009; Srivastava et al.,

2014). 따라서 초기 YOLO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8,900회

반복되었을 때의 신경망 모델을 검증 데이터셋에 적용했다. <표 5-1>에

서는 전체적인 성능은 mAP=54.04%로 나타났다. Redmon and

Farhadi(2018)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셋(e.g. PASCAL

VOC)에 YOLO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을 때 mAP는 57.90%의 결과를 보

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더 저조한 수치를 보여 차량을 검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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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YOLO 네트워크 학습 손실값

차종 승용차 승합차 트럭 버스

AP(%) 60.6% 57.2% 30.4% 48.3%

weighted

mAP(%)
54.04%

<표 5-1> 초기 YOLO 알고리즘 성능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낮은 성능으로 평가된 결과에 대해 <표 5-2>와 같이 총 네 가지의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트럭의 AP(Average Precision)은 다른

차종 대비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소형 트럭부터 대

형 트럭까지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르지만 차종을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둘째, 반대 방향 차선의 차량이 검출되었는데 초기 알고리즘에서는

차량의 형태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차량의 전면부를 구분하여 검출 단계

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성능을

저하시켰다. 셋째, 교통 혼잡시 차량이 중첩되어 이미지 상에서 차량의

일부만 나타나는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대형트럭 등

조사차량과 가까이 위치했을 때 시야가 차단되어 성능을 낮추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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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의 낮은 AP(Average Precision) 반대 방향 주행 차량 검출

혼잡 시 중첩 차량 미검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

<표 5-2> 초기 알고리즘의 4가지 성능 저하 요인

특수 차량(e.g. 트레일러, 크레인, 굴삭기 등)은 도시부 도로에서 자주 주

행하는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 되지 않아 검출되지 않았다.

확인된 성능 저하 요인을 해결하고, 개선된 알고리즘으로 재학습하였

다. 첫 번째 해결방안은 트럭의 세분화이다.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http://www.road.re.kr)에서 제시된 차종분류표에 따라 트럭을 소형, 중

형, 대형으로 세분한다. 다음으로 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구분하여 라

벨링을 다시 수행한다.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한 뒤 검출 단계에서 후

면부만 검출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여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세 번째로 중첩된 차량이 미검출되는 이미지의 검출률을 높이

기 위해 차량의 상단부를 또 다른 차종으로 라벨링한다. 중첩된 경우 공

통적으로 상단부만 이미지에서 보이기 때문이며, 승용차와 승합차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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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대형 차량으로 인해 이미지 전체가 가려지는

경우는 제거하였으며 트레일러 등의 특수차량은 별도의 이미지 자료를

활용해 추가 학습했다.

개선된 알고리즘은 <표 4-1>과 같이 차종을 구분하여 학습을 진행하

였다. 이 때 YOLO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초기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 <그림 5-1>의 주황 선은 성능 저하 요인을 개선한 알고리즘

이며 68,178회 반복 학습했을 때 손실 값이 0.89로 수렴한다. 학습의 반

복 수가 많아지는 것은 클래스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5-3>는 개

선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결과이다. mAP는 88.7%를 기록해 초기

YOLO 알고리즘 대비 약 1.7배가량 검출 성능을 향상 시켰다.

차종

AP(Average Precision), (%)

전면부 후면부 상단부

승용차 83.8 95.2 88.4

승합차 80.2 91.4 87.9

소형 트럭 71.4 79.7 N/A

중형 트럭 74.1 77.1 N/A

대형 트럭 60.6 57.8 N/A

버스 83.9 91.3 N/A

weighted

mAP(%)
88.7

<표 5-3> 개선 YOLO 알고리즘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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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1. 도로 선형에 따른 보정 결과

1) 종단 선형 보정

종단 선형에 따라 발생하는 로컬 교통류 밀도의 단위구간 길이 오차

를 보정하기 위하여 <그림 5-2>와 같이 상단의 원본 이미지를 대상으

로 Canny Edge Detection을 수행하여 윤곽선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그림 5-2> Canny Edge Detection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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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는 원본에서 추출된 윤곽선 이미지의 소실점을 확인하기

위해 Hough Transformation을 적용한 결과이다. 3개의 이미지는 상단부

터 순서대로 오르막 구간, 평지 구간, 내리막 구간의 차선 및 소실점 검

출 결과이다. 각 구간에서 소실점의 좌표는 519, 531, 576이며, 경사도

가 0보다 큰 경우 평지일 때보다 낮은 위치에 소실점이 위치한다. 반대

로 경사도가 0보다 작을 때, 소실점의 좌표 값은 크다. 종단 경사에 따

라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소실점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얻

어진 좌표를 통해 제 3장의 식 (3-5) ∼ 식 (3-14)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종단경사를 추정할 수 있다.

<표 5-4>은 Hough Transformation을 통해 얻은 이미지별 소실점 좌

표를 토대로 한 도로의 종단경사 추정 결과이다. 평지 구간에서 소실점

의 좌표는 531px이고, 이미지별 소실점 좌표를 살펴보면, 최소 515px,

최대 582px, 평균 531.51px 이다. 검출된 소실점 좌표의 평균값이 이와

근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구간 대부분은 평지임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종단경사()의 절댓값이 모두 1°미만인 대목에서 평지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소실점 좌표()

(px)
515 582 531.51 9.14

평지 구간의

소실점과의 거리

(px)

0 51 4.89 7.74

종단경사()

(°)
-0.69 0.04 -0.04 0.12

종단경사()

(%)
-1.21 0.07 -0.07 0.21

<표 5-4> Hough Transformation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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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Hough Transformation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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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도로 종단경사를 이용해 보정한 도로 중심선의 길이는 <표

5-5>와 같다. 단위 구간 길이가 되는 도로 중심선의 보정 후 최소 길이

는 60m, 최대 길이는 78.33m이다. 그러나 평균값은 60m에 매우 근사한

60.55m이다. 이는 도로 중심선 길이의 구간별 이미지 수를 나타낸 <표

5-6>에서도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도로 중심선 길이의 보정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도로 중심선 길이

(m)
60.00 78.33 60.55 2.13

<표 5-5> 종단선형 보정 후 도로 중심선 길이

도로 중심선 길이 (m) 이미지 수(장)

60.0 이상 60.1 미만 13,266

60.1 이상 60.2 미만 480

60.2 이상 60.3 미만 218

60.3 이상 60.4 미만 244

60.4 이상 60.5 미만 0

60.5 이상 61.0 미만 742

61.0 이상 61.5 미만 763

61.5 이상 62.0 미만 247

62.0 이상 62.5 미만 39

62.5 이상 65.0 미만 168

65.0 이상 67.5 미만 142

67.5 이상 70.0 미만 111

70.0 이상 72.5 미만 94

72.5 이상 75.0 미만 92

75.0 이상 119

<표 5-6> 도로 중심선 길이 구간별 이미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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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 선형 보정

종단 선형 보정 방법과 달리 평면 선형으로 인한 단위구간 길이 오차

보정은 도로의 곡선구간을 판단해야 한다. 실제 도로 주행 이미지는 원

곡선의 교각을 측정하는데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림 5-4>와 같이

분석대상영역을 Top-View 이미지로 투영 변환한다.

<그림 5-4> Top-View 투영 변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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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은 종단 선형 보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환된 이미지를

Canny Edge Detection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5-5> 투영 변환 후 Canny Edge Detection 적용 결과

윤곽선 이미지를 Hough Transformation을 수행하여 <그림 5-6>의

결과를 얻었으며, 이 때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의 검출된 차선형태가 다

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6> 투영 변환 후 Hough Transformation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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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는 개별 이미지의 차선 검출 결과이다. 직선 구간, 직선과

곡선이 혼재된 구간 비율은 각각 81.95%, 18.05%이고, 조사 구간 내 곡

선 구간만 검출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의 곡선 구간에

서 검출된 평면선형의 곡선반경 길이의 평균은 56.17m 이고, 최댓값은

199.5m 이다. 최솟값은 8m가 도출되었다.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비율(%)

곡선반경(m) 8 199.50 56.17 54.06 -

교각(°) 0.20 1.29 0.60 0.33 -

직선 구간 - - - - 81.95

직선과 곡선이

혼재된 구간
- - - - 18.05

곡선 구간 - - - - 0

<표 5-7> 투영 변환 후 Hough Transformation 적용 결과

<표 5-8>은 추정된 도로 곡선반경과 교각을 이용해 보정한 도로 중

심선의 길이이다. 단위 구간 길이가 되는 도로 중심선의 보정 후 최소

길이는 곡선 구간이 없는 직선 구간만 검출되었을 때 결과인 60m이며,

최대 길이는 79.8m이다. <표 5-7>의 결과와 같이 직선 구간의 비율이

매우 높아 보정 후 도로 중심선의 평균 길이는 61.27m로 도출되었다.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도로 중심선 길이

(m)
60 79.8 61.27 3.424

<표 5-8> 평면선형 보정 후 도로 중심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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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표 5-9>는 로컬 교통류 밀도의 추정 결과이다. 평지이며 직선인 구

간에서의 단위 구간 길이인 60m로 가정했을 때 로컬 교통류 밀도의 최

솟값은 0.3833, 최댓값은 0.0167, 평균은 0.1391이다. 종단선형과 평면선형

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중심선의 길이 오차를 보정했을 때, 각각 평균

0.81%, 1.81%씩 로컬 교통류 밀도가 감소하고, 모두 고려했을 때 2.6%만

큼 밀도가 변화한다.

로컬 교통류 밀도 최댓값 최솟값 평균 표준편차

보정 전 0.3833 0.0167 0.1391 0.0649

종단선형 보정 0.3830 0.0128 0.1382 0.0649

평면선형 보정 0.3736 0.0125 0.1367 0.0639

복합선형 보정 0.3733 0.0123 0.1358 0.0639

종단선형 보정

변화량(%)
-23.40 0.00 -0.81 2.92

평면선형 보정

변화량(%)
-24.87 0.00 -1.81 4.70

복합선형 보정

변화량(%)
-26.39 0.00 -2.60 5.40

<표 5-9> 보정 전/후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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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은 2020년 8월 25일 17시 40분부터 20시까지의 실제 도로

를 주행하는 조사 차량의 궤적과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결과를 보여준

다. 여기서 , , 축은 각각 위도, 경도, 시간이다. 또한 밀도 추정이 불

가능한 결측 지점 또는 구간을 함께 나타낸다. 결측 구간은 크게 두 가

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시점에서의 로컬 교통류 밀도의 단위

구간보다 시점까지의 이동거리가 긴 경우이다. 즉, 고속주행으로 인

해 발생한 결측을 의미한다. <그림 5-7>에서 가장 마지막 11-lap의 하

행 구간에서 4m가량의 구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조사 차량 전방의

대형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경우이다. 총 3개 구간에서 발생하였

으며 38개 조사 지점이 포함된다. 일일 실도로 조사 총 주행거리는

28.062km이며 결측 구간의 합산 거리는 422m 이다.

<그림 5-7> 조사 차량의 궤적 및 밀도 추정 결과(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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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은 2020년 9월 4일 07시부터 09시까지의 실제 도로를 주

행하는 조사 차량의 궤적과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일

일 실도로 조사 총 주행거리는 23.304km이며, 6-lap의 하행 구간에서 전

방 대형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126m 구간의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이 불가했다.

또한 오후(18시-20시) 주행 조사와 도로 혼잡 구간에 차이가 있다.

<그림 5-7>의 오후 주행 조사 결과, 주로 하행 구간에서 첨두시인

18:00-19:00에 도로 혼잡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그림 5-8>의 오전 주

행은 상행의 특정한 짧은 구간에서 혼잡이 있다.

<그림 5-8> 조사 차량의 궤적 및 밀도 추정 결과(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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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일의 조사 중 로컬 교통류 밀도의 단위구간보다 다음 시점까지

의 이동거리가 긴 경우는 <그림 5-7>에서 나타난 1개 구간에서만 나타

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미지 수집 단위시간은 3초이며, 단위구간의

최소 길이는 60m이다. 즉, 조사를 수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72km/시 이

상일 때 위와 같은 결측 구간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행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이며 첨두시에 조사가 수행되어 평균속도는 약 25km/시

으로 낮은 편이므로 18,364개의 자료 중 단 1개 지점에서만 로컬 교통류

밀도가 추정되지 않았다. 또한 사진을 1초 단위로 수집하거나 영상 형태

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외의 자료는 전방 시야 가림으로 인한 결측 구간이다.

자료 수집

날짜
측정 지점 수

주행 거리

(km)

결측 구간

(m)

결측 비율

(%)

2020. 08. 25. 2,254 28.062 422 1.50

2020. 09. 01. 1,822 22.958 152 0.66

2020. 09. 04. 1,834 23.304 126 0.54

2020. 09. 08. 1,805 22.946 88 0.38

2020. 09. 11. 1,611 20.502 418 2.04

2020. 09. 14. 1,778 22.942 0 0

2020. 09. 18. 1,790 22.944 274 1.19

2020. 09. 21. 1,865 23.574 80 0.34

2020. 09. 25. 1,842 23.500 434 1.85

2020. 09. 28 1,763 22.916 138 0.60

<표 5-10> 날짜별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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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은 날짜별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결과와 결측 구간의 비

율을 요약한 내용이다. 각 날짜별 총 주행 거리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약

8km 차이이며, 도로의 혼잡 상태에 따라 동일한 시간 동안 최대 3-lap

의 차이를 의미한다.

한편, 총 주행거리와 결측 구간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5-7>에서 볼 수 있듯이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 현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차량의 혼잡수준 또는

주행 속도와는 서로 독립이다. 이는 <표 5-10>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일 총 주행거리 대비 결측 구간의 비율은 9월 14일에 0%로 최

소이고 9월 11일에 2.04%로 최대이지만 9월 11일 대비 9월 14일의 주행

거리가 약 2.4km 더 길다.

조사 차량의 궤적을 활용해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한 구간과 결측

구간의 구성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미지 수집 장비의 전방 시야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결측 구간 비율의 평균은 약 1%이며, 조사 차량의 주행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결측 구간은 0% 수준에 매우 근접하다. 결측 비

율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로컬 교통류 밀도 추정 방법은 매

우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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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기존 교통 자료의 수집은 시공간적 제약이 발생하여 수집 장치가 미

설치된 지역과 짧은 시간 단위의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고정식

검지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간별 지

점별로 많은 설치가 요구되며, 이는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최근

에는 이동식 교통 데이터 수집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발전하였다.

교통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자율주행차량, 군집주행,

Connected-car, 도로교통의 외부효과와 같은 연구들은 주행차량 중심의

세부적인 교통류 특성 정보를 필요로 한다. 상기 연구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통류 특성은 로컬 교통류 밀도이다. 로컬 교통류 밀도는 주행 차

량에서 수집되는 특정 단위 구간 내 주변 차량의 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도로 전체의 교통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도 사용된다. 그

러나 무선 통신 또는 GPS, OBU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이미지 자료를 활용해 로컬 교통류 밀

도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전방차량 인식 알고리즘은 크게 차량 검출 알고리즘과 도로 선

형에 따른 보정법으로 나뉜다. 먼저, 차량 검출은 객체 인식에 효과적이

라고 잘 알려진 딥러닝 기반의 YOLO(You-Only-Look-Once)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국내 실제 도로 환경에 적합하도록 딥러닝 학습 데이터

셋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mAP=88.73%의 높은 성능을 검증하였다. 다

음으로 도로 선형에 따른 보정은 종단선형과 평면선형으로 분류하여 각

각의 오차 보정량을 산정한 뒤 함께 적용하였다. 이 때 주로 사용된 영

상 처리 기법은 투영 변환, Canny Edge Detection, Hough

Transformation 이다. 여러 기법으로 도출한 이미지 정보와 아울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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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을 삼각함수 개념으로 해석하여 종단경사와 곡선반경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로 보정한 단위 구간으로 로컬 교통류 밀도를 재추정하여 도로

선형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와 밀도의 변화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여 로컬 교통류 밀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사

구간과 수집 장비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존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실제 도로 주행을 실시한 구간은 교외주거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이다. 이에 따라 여러 교통량 수준과 다양한 차종의 이미지 자

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차량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

이었으나, 다양한 도로 선형의 이미지 자료가 부재하였다. 간선도로에서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 기하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눈에 띄는 오차

를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전체 조사구간에서 종단경사의 크기가 1° 미

만으로 보정 결과의 적합성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영상 장비는 조사 차량의 외부 상단에

탑재하였는데, 일반 승용차 또는 승합차 높이에서 설치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밀도의 단위가 되는 구간의 길이를 설정하기

위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촬영 가능 범위를 최대한 멀리함으로써 단위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선형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고도화된 로컬 교통류 밀도를 추정함으로

써 향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전체 도로 구간 밀도 추정에의 활

용이다. 제 2장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서술한 다양한 교통 밀도 추정 방

법에 따르면, 로컬 교통류 밀도를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도로 구간의

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도로의 서비스수준(LOS, Level of

Service)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도로의 서비스수준의 효과척도

의 하나로 교통량 대 용량비(V/C)가 있다. 비교적 짧은 도로 구간 또는

실시간으로 서비스수준을 평가해야 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단속류

신호교차로에서의 대기행렬길이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영상검

지기 기반의 산정 방법은 미설치 구간에서 공간적 한계를 지니므로 새로

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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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Local Traffic Density

Using a Preceding Vehicle

Recogni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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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isting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is based on fixed

detectors, causing space-time constraints. It can only detects where

detector is installed and uses the time aggregated data which means

unavailable to use short-term data.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has recently shifted to a mobile traffic data collection system in order

to enable real-time traffic data collection. Particularly, studies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martphone data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to estimate real-time vehicle speed and traffic

volume. However, the traffic density which is also an import indicator

of road congestion and service levels still uses aggregated estimate

values. Traditional traffic density estimation methodology could not

correctly measure the Real-time traffic density and is difficul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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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 the upcoming technology such as autonomous driving and

cluster driv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defined the number of vehicles in a

specific unit section centered on a driving vehicle on the road as a

local traffic density. Moreover, this study also proposed an

image-based preceding vehicle recognition algorithm to estimate local

traffic density that changes in short time units. Preceding vehicle

recognition algorithm consists of deep learning-based vehicle

recognition, unit section length error calibration according to road

alignment, and local traffic density estimation. On the image big data

collected on the real driving con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results of the algorithm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vehicle

recognition performance,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road

alignment error calibration, and the estimate of local traffic density.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estimating the local traffic density

using a preceding vehicle recognition algorithm are as follows. First,

the YOLO model, the most appropriate image processing algorithm,

was used to recognize the vehicle from the real driving condition

image. When the initial model of YOLO was applied, the performance

was lower than the precedent studies but identified the cause and

derived solutions. The final YOLO algorithm built in this study

shows a high recognition rate and accuracy through a series of

calibrations and complementary processes to suit the actual road

environment in Korea.

Second, the road alignment was divided into vertical and horizontal

alignments. Each method implemented error calibration to perform a

local traffic density estimation. The average value of the road

centerline length which is a unit section of local traffic density

increased by 0.55m and 1.27m, respectively, as a result of vert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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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alignment calibration. Given the road geometry features of

the image data collection section, the results are reasonable.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failure of the dataset to consist of various

road alignment image dataset. Nevertheless, since the road sector is

an arterial road connecting suburban residential areas and urban

areas, it has the advantage of collecting various traffic levels and

vehicle types.

Thirdly,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research equipment. The

video equipment for collecting image data was installed at the

external top of the moving observer, which is generally difficult to

collect by installing it at the height of ordinary passenger cars. In

this study, it was inevitable to achieve the minimum shooting height

to set the road centerline length, which is a unit of density. However,

it was effective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unit section setting

and road alignment by expanding the range of shooting as much as

possible.

The local traffic density estimation using the forward vehicle

recognition algorithm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following advanced research in the future. It would be available to

estimate the traffic density of entire road section using local traffic

density with various models such as stochastic model, machine

learning and so on. Besides, this methodology can be used as one of

the Measure of Effectiveness to evaluate the Level of Service of the

short road section in real time.

keywords : Local traffic density, Preceding vehicle recognition,

Real driving conditions, Road alignment calibration,

Digital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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