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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장 도로의 균열 는 유실에 따라 발생하는 포트홀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속 으로 발생한다. 포트홀 탐지를 해 크게 3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다. 포트홀은 내부에 깊이가 있으며 거친 질감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

하여 포트홀을 탐지한다. 

(그림 2) 웨이블릿 변환.

(그림 1) 국 포트홀 발생 황  포트홀로 인한 

사고발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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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경 150mm 이상 항아리 형태의 도로 노면이 깨진 형

상을 포트홀이라 정의한다[1]. 그림 1의 x축은 년도를 뜻

하며 y축은 발생 건수를 뜻한다. 포트홀 발생 추이는 변

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2]. 특히 2013년도의 경우 

년도에 비해 포트홀 수가 격하게 증가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의 오른쪽 표를 통해 포트홀로 인한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안 을 해 포트홀 제거가 필

수 임을 알 수 있다.

   포트홀 제거를 한 방법은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크게 3가지로 분류 되는데 가속계 측정 방식, 이  스캐

닝 방식, 이미지 처리 방식이다[3]. 가속계 측정 방식은 차

량에 가속계를 설치하여 흔들림을 통해 포트홀을 탐지한

다. 비교  쉬운 방식이긴 하나 차량 바퀴가 포트홀 를 

지나 흔들리는 경우와 단순 흔들림의 경우 차이를 단하

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기 하기 어렵다. 두 번

째의 이  센서 방식은 차량 방에서 이 를 쏘아 

3D 스캐닝을 한다. 이를 통해 도로의 깊이를 측정한다. 포

트홀 내부의 경우 주  역보다 깊게 측정이 되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키넥트와 같이 추가 인 

장비가 필요하기에 비용이 발생한다. 마지막 이미지 처리 

방식은 포트홀이 가지는 거친 질감을 이용한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스템은 이미지 처리 방식을 이

용하여 포트홀을 검출한다. 련 연구에서 포트홀 역 추

출과 질감을 단하기 해 사용한 슈퍼픽셀, 웨이블릿 에

지 필드에 해 서술한다. 그 후 3장에서 실험 결과 이

미지와 함께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향후 계획으로 

끝을 맺는다.

2. 련 연구

1) 웨이블릿 에 지 필드(Wavelet Energy Field) [4]

   웨이블릿은 증가와 감소를 수반한 작은 진폭이다. 웨이

블릿 변환은 웨이블릿을 이용한 신호 압축 기술이다. 변환

된 신호는 trend와 fluctation 두 가지 부 역으로 나 어

진다. trend에는 원본 신호의 98%에 지가 장 되며, 

fluctation에는 나머지 2% 에 지가 장된다. 그림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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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테스트 환경. 

(그림 5) 슈퍼픽셀 결과.

(그림 7) (좌) 웨이블릿 변환 (우) 웨이블릿 에 지 

필드(확 이미지).

(그림 8) 포트홀 역 탐지 결과.

(그림 9) 포트홀 탐지 오류.

(그림 3) 포트홀 탐지 알고리즘 순서도.

(그림 6) 슈퍼픽셀 후보 역.

2D 이미지에 웨이블릿 변환한 결과이다. 죄측 상단부터 

시계방항 LL, HH, HL, LH 4개의 부 역으로 구분된다. 

LL 역은 trend 부 역과 유사하게 원본 이미지의 에

지가 집  되며, 나머지 HH, HL, LH 은 가로, 세로, 각

선의 윤각석이 나타난다.

   웨이블릿 에 지 필드는 HH, HL, LH 역의 표 편

차 값에 그 이 스 일을 나  값이다. 이는 포트홀과 같

이 깊이와 거친 질감을 가진 부분을 드러나게 한다. 

2)슈퍼픽셀(Superpixel) [5]

   슈퍼픽셀은 물체 인식 는 이미지 분할에 있어 매우 

유용한 처리과정이다. 그림 5은 슈퍼픽셀 연산하여 이미

지에 표시한 결과이다. 슈퍼퍽셀은 그래  기반 알고리즘

과 그래디언트 기반 알고리즘으로 나 어진다. 그래  기

반은 각 픽셀을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그래 를 만든다. 

이 후 그래 가 최소화 되도록 정리한다. 다음의 그래디언

트 기반은 미리 나 어진 역을 지정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반복 으로 클러스터링 한다.

3. 포트홀 탐지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 그림 3와 같다. 차량 노면 상을 

입력받은 후 800X200의 ROI를 추출한다. RGB색상을 흑

백 변환을 거쳐 슈퍼픽셀 연산을 한다. 포트홀이 포함된 

셀은 비포트홀이 포함된 셀보다 도로면이 거칠다. 거친 표

면은 인 한 픽셀끼리의 변화폭이 크며 한 임 내 모

든 셀 표 편차 평균 값보다 포트홀이 포함된 셀 표 편

차 값은 크다. 비포트홀 역이 낮은 표 편자 값을 가지

므로 후보 포트홀이 검출 가능하다. 검출한 포트홀 후보

역을 웨이블릿 에 지 필드 연산을 한다. 웨이블릿 에 지 

필드 연산을 한 포트홀 후부 역은 포트홀 역으로 

의심 되는 후보 역  실제 포트홀은 화이트 픽셀 

분포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포트홀 셀 역의 화이트 

픽셀 분포도를 이용하여 포트홀 역을 검출한다. 웨이블

릿 에 지 필드 후의 결과에서 포트홀 역이 밝게 검출

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도로 노면 상은 맑은 날씨의 

1920X1080 크기의 도로 상이다. 상은 차량 보닛 에 

설치한 카메라로 촬 하 다. 도로 노면의 포트홀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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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든 비 는 이 오는 환경은 제외한다. 탐지를 

한 테스트 환경은 그림 4를 참조한다. 원본 상은 불필

요한 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800X200 크기의 ROI를 차

량 방 도로 역으로 정한다. 포트홀 셀 역의 화이트 

픽셀 분포도를 이용하여 포트홀 역을 검출한다. 웨이블

릿 에 지 필드 후의 결과에서 포트홀 역이 밝게 검출

된다.

   슈퍼픽셀을 용하면 그림 5에서 보듯이 셀 별 경계선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은 체 셀을 표 편차 한 

값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지는 셀을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7의 좌측은 포트홀이 포함된 셀 역의 웨이블리

한 결과물이며 우측은 웨이블릿 에 지 필드 결과이다

검출된 포트홀 역은 그림 8와 같이 새로 직사각형의 박

스로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 9과 같이 비포트홀 역을 포

트홀로 인지하는 오류가 존재한다. 재 알고리즘은 탐지

율 80%, 오탐율 7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속 으로 

성능 향상시키기 한 연구를 진행 이다.

5.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포트홀 탐지를 한 포트홀 탐지 알고

리즘을 제언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유사한 픽셀 역

을 셀이라는 블록으로 묶는 슈퍼픽셀을 이용해 포트홀 

역을 검출하 으며, 사진의 질감을 단할 수 있는 웨이블

릿 에 지 필드를 통해 포트홀을 탐지했다. 제안된 포트홀 

탐지 알고리즘은 실험을 통해 포트홀을 탐지함과 낮은 정

확도를 확인하 다.

   향후 정확도 향상을 해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다. 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포 하여 추가 비용 없이 

차량의 블랙박스 는 스마트폰으로 포트홀 탐지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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