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스마트 시대의 도래로 근래 4차 산업의 핵심기
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자율
주행 기술과 도시 환경, 교통 정보 등과 같은 공
간정보 데이터를 융합시킨 GeoAI 기반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GeoAI(Geospatial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위성, 항공기, 드론 등으로 촬
영한 원격탐사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공간정보 빅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
하는 분야이다[1,2]. GeoAI 기반 시스템은 탐지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국토를 재현하여 지
적도, 도시환경,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주제의 공
간정보를 구축, 관리하여 행정업무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3].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현, 분석

을 위해서는 도로나 교통정보에 대한 변칙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도로 위 장애물 및 노면 파손 유무, 주행 
차량 정보, 보행자 검출 유무가 대표적인 예이다.

공간정보 데이터의 시각화 과정에서 특히, 차
량의 밀집에 대한 검출 및 표기는 공간정보를 구
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환경 내에서의 차량 검출은 공공의 안전 
및 감시, 지능형 교통 제어, 자율 주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능형 교통 체계(ITS)에
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수집, 반영하여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것으로 불
법주차, 과속, 신호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교통정보를 수집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로 지하에 센서를 매설하
는 지하 매설형과 컴퓨터 영상처리, 초단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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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이 얼마나 존재하고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교통정보를 반영하는 GeoAI 기반 도시 환경의 구현에
서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검출 및 추출에 유용한 딥러닝 모델인 
Mask R-CNN을 이용하여 차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드론으로 촬영한 실제 항공 영상에서 차량 검출 
유무를 검증하였다. 

ABSTRACT

How much and where vehicles exist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a GeoAI-based 
urban environment that reflects traffic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trained vehicle data using Mask 
R-CNN that deep learning model useful for object detection and extraction, and verified vehicle detection 
in actual aerial images taken with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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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지상 거치형이 있다. 유
지 보수가 까다로운 지하 매설형에 비해 지상 거
치형은 차종 분류, 차량 움직임 등을 지상에서 측
정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4].

그러나 영상을 이용한 차량 검출은 주위 환경
의 변화, 많은 연산량 등에 의해 검출률이 저하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차량의 수, 차선 마
킹, 차량 번호판 검출에 대한 내용으로 검출된 차
량의 위치, 종류, 형태 등을 나타내는 연구는 미
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역 기반 합성곱 신경망 모델
인 Mask R-CNN을 이용하여 드론으로 촬영한 고
해상도 항공영상에서의 차량 정보를 학습하고 도
로상에 위치한 차량을 검출하였다.

II. 데이터셋 작업

2.1 전처리 과정
차량 검출에 대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100m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4k 고해상도 항
공 영상 60장을 얻었다. 학습데이터를 만들기 위
해 얻어진 4k 항공영상을 2차적으로 각 4분할하
여 차량이 포함된 영상만 선별하였다. 차량 검출
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선별 영상에서 일
부를 회전하여 각도를 달리 저장하였다. 최종적으
로 선별된 영상은 각 2432×1824 사이즈로 총 
926장을 얻었으며, 이 중에서 17장은 학습 데이터
로 사용하고 8장은 검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러한 전처리 작업 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전처리 과정

2.2 학습데이터 레이블링
이미지는 그림 2와 같이 Annotation Tool을 사

용하여 영상에서 객체들의 위치에 다각형 모양으
로 형태를 잡고,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JSON형식으로 만들어준다. 객체 레이블링을 위한 
Annotation Tool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조사 후 기
호에 맞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전처리한 데이터
를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으로 분류하고, 
Annotation Tool을 통해 획득한 JSON파일은 Train 
Data와 Validation Data 폴더에 각각 넣어준다.

   

그림 2. VIA를 이용하여 작업한 Annotation data

III. 실험 및 고찰

3.1 학습 방법
차량 검출에 대한 mask R-CNN 학습은 matter 

-port github 페이지에서 코드를 참고하여 진행하
였다. Annotation 작업을 통해 얻어진 JSON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항목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생
성한다. 데이터 경로 설정 후 epoch값은 30,
Steps per epoch값은 100으로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였다.
학습 환경은 Intel(R) Core(TM) i9-7900X CPU,

RAM64.0GB, NVIDIA RTX-2080ti 을 사용하였으
며 총 학습 시간은 1시간30분 소요되었다.

3.2 학습모델 결과 분석
그림 3은 Mask R-CNN 방법의 미리 학습된 

coco 모델에 차량을 학습시켜 객체를 검출한 결
과이다. 그림 3(a)는 차량을 1개, 그림 3(b)에서는  
8개를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도로에서의 단일 차량 검출

(b) 주차장에서의 다중 차량 검출
그림 3. 학습모델을 이용해 검출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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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은 학습데이터의 특성 상, 주변 환경
에 의한 잡음, 객체의 노출 정도, 각도에 영향을 
받아 검출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 데
이터를 보충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환경, 교통 정보 등의 공간
정보의 구현에 앞서 Mask R-CNN방법을 이용하
여 고해상도 항공영상에서의 차량을 검출하고 마
스크를 씌워 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상에 있는 여러 대의 차
량을 높은 확률로 검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일부 영상에서 나타나는 인식률 저하 문제는 
차후 연구에서 학습데이터를 보강하여 해결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량 검출 방법은 3차원 
도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현에 
사용되는 교통정보에 대한 변칙적인 데이터를 보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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