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19(6)915-936(2017)

https://doi.org/10.9711/KTAJ.2017.19.6.915

eISSN: 2287-4747

pISSN: 2233-8292

Received September 20, 2017

Revised November 1, 2017

Accepted November 9,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17,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915

딥러닝 기반 터널 영상유고감지 시스템 

개발 연구

신휴성1ㆍ이규범2ㆍ임민진3ㆍ김동규4*

1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극한건설연구단 단장
2비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소 학생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지반신공간공학과 석박통합과정
3비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소 전임연구원
4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소 연구위원

Development of a deep-learning based 

tunnel incident detection system on CCTVs

Hyu-Soung Shin1ㆍKyu-Beom Lee2ㆍMin-Jin Yim3ㆍDong-Gyou Kim4*

1Head, Extreme Construction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Student Researcher, Geotechnic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l Degree Course, Geo-space Engineering Department,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3Researcher, Geotechnic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4Research Fellow, Geotechnic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 Dong-Gyou Kim, dgkim2004@kict.re.kr 

Abstract

In this study, current status of Korean hazard mitigation guideline for tunnel operation 

is summarized. It shows that requirement for CCTV installation has been gradually 

stricted and needs for tunnel incident detec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CCTV 

in tunnels have been highly increased. Despite of this, it is noticed that mathematical 

algorithm based incident detection system, which are commonly applied in current 

tunnel operation, show very low detectable rates by less than 50%. The putative major 

reasons seem to be (1) very weak intensity of illumination (2) dust in tunnel (3) low 

installation height of CCTV to about 3.5 m, etc. Therefore, an attempt in this study is 

made to develop an deep-learning based tunnel incident detection system, which is 

relatively insensitive to very poor visibility conditions. Its theoretical background is 

given and validating investigation are undertaken focused on the moving vehicles and 

person out of vehicle in tunnel, which are the official major objects to be detected. Two 

scenarios are set up: (1) training and prediction in the same tunnel (2) training in a 

tunnel and prediction in the other tunnel. From the both cases, targeted object detection 

in prediction mode are achieved to detectable rate to higher than 80% in case of similar 

time period between training and prediction but it shows a bit low detectable ra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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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when the prediction times are far from the training time without further training taking place.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AI based system would be enhanced in its predictability automatically as further training are followed 

with accumulated CCTV BigData without any revision or calibration of the incident detection system.

Keywords: Automatic tunnel incident detection system, Deep learning algorithm, Tunnel CCTV, Image processing, 
Tunnel object image big data

초 록

본 논문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강화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점차 강화되고 있는 터널 CCTV설치 터널

등급 기준과 터널 영상유고감지 시스템의 설치 운용에 대한 요구의 증가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가동중인 

알고리즘 기반의 터널 영상유고감시 시스템의 정상 인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에 대한 주원

인은 터널 내 낮은 조도, 심한 먼지로 인한 영상 선명도 저하, 낮은 CCTV 설치위치로 인한 이동객체의 겹침현상 등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영상유고 정상 인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영상

유고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시와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발 시스템

의 타당성 검토 연구는 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 내 영상유고감지 항목중 정지 및 역주행 차량을 감지하는 주요 정보인 

차량 객체 인식과 보행자 감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 동일 터널 내에서 학습과 추론이 이루어 지는 경우와 (2) 

다양한 터널의 영상 정보를 통합 학습하고, 각 터널의 영상유고감지에 투입되는 경우, 두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타당

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일정 시간의 학습 자료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열악한 터널환경과 무관하게 

그 감지성능이 80% 이상으로 우수하나, 추가 학습 없이 학습된 시간 구간과 멀어질수록 그 추론 성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40% 수준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으로 누적되어 확장되는 영상유고 빅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설치된 영상유고감지 시스템의 보완이나 보정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그 영상유고감지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터널 영상유고감지 시스템, 딥러닝 알고리즘, 터널 CCTV, 영상처리, 터널 객체 영상 빅데이터

1. 서 론

터널은 차량 충돌사고나 화재 발생 시 폐쇄된 터널 내부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대피할 공간이 여의치 않고, 

주변 이동 차량들이 보행자 출연 및 역주행 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해 적시에 인지하고 회피운전을 하기 어렵다. 

또한, 폐쇄된 터널 내부에서는 사고나 돌발상황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대형 후속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우 커서 사고나 돌발상황의 실시간 인지와 초동 대응이 어떠한 교통상황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MOLIT, 2016b)을 통해 방재등급 3등급 이상의 터널에서는 200~400 m 간격으

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영상유고감지 설비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기존 2009년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연장등급 2등급 이상의 터널에 의무화 했었던 규정이 강화된 경우이며, 영상유고감지 설비의 설치

시에는 CCTV 설치기준은 100 m간격으로 더욱 조밀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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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으로 도로터널은 총 1659개소(튜브수 기준)가 운영 중이며, 이중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재등급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은 약 909개소로 전체 도로터널의 54.8%에 해당한다(KTA, 2015). 이

중 2014년도 기준으로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이었던 터널은 약 20%에 해당되는 323개 터널로 약 580여개 터널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규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대상 터널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MOLIT, 2016a)에 

의하면 전체 국도터널의 약 17%에 해당하는 터널들에 영상유고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관

할하고 있는 총 925개소 고속국도 터널들은 73%에 해당하는 678개소에 사고자동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KTA, 2015)에서는 이러한 영상유고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터널들 

중 선별된 8개의 터널들을 대상으로,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국도터널의 영상유고감지 설비의 정상검지율은 발생된 이벤트 2213건에 대해 46%로 나타났

고, 고속국도 터널에서는 정상검지율이 1.3%로 거의 검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Kim, 2016; 

National Committee for Land and Transport, 2016).

현재 운용중인 국내 도로터널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유고감지 설비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수집 카메

라 부문, 수집된 동영상의 분석을 통한 유고상황 판단 분석 부분(영상처리부와 유고감지분석서버)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정보운영 및 제공부문(운영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해외제품이며, 터널환경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닌 일반 범용 영상유고감지 설비로 개발되어, 매우 열악한 조건의 

터널 내에서는 오감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개방된 일반도로에 비해 낮은 조도, 먼지 등으로 

인해 선명한 영상 확보의 곤란, 낮은 CCTV 설치위치로 인한 좁은 가시범위와 가시권내에서 심한 이동객체간의 

겹쳐 보임 현상이 상용 알고리즘 기반의 영상유고감지 설비의 오탐율을 높게 하는 원인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점

차 강화되고 있는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터널 내 환경조건 및 

제한된 CCTV 설치조건에서도 대응력이 좋은 새로운 개념의 영상유고감지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Roh et al., 2016).

이렇게, 터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다방면의 현장 상

황 자동 감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화질의 CCTV 제품의 대중화와 방대한 영상 빅데이터와 

연계된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장은 수년 이내에 37% 이상까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Choi and Kwon, 2010). 하지만, 영상 자동 감지는 방대한 영상자료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객체를 뽑아내고 그 객

체의 현상 정보를 추론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며, 영상 빅데이터 내 개별 영상들의 조건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기

존 수학 알고리즘 기반의 영상처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Park et al., 2015). 이와 같이, 영상 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상처리 기술 분야의 한계와 현재 매우 낮은 정상 감지율로 애로를 겪고 있는 터널 

영상유고감지 분야와 상황이 유사하다 하겠다. 이에 대한 기술적 돌파구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영상 빅데이

터 처리 방식이 활발히 고찰되고 있으며(Karpathy et al., 2014), 다양한 영상처리 수요와의 기술적 접목이 시도하

고 있다. 이러한 영상처리분야의 기술 기조로 볼 때, 터널 영상유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도입한 

시스템의 개발은 적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 발표된 머신러닝 기반의 터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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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를 위한 사전검토 연구(Shin et al., 2017)에 이어 영상처리를 위한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인 Faster Regional 

Convolution Neural Network (Faster R-CNN)을 도입하여 코드화였고, 터널 현장에서 직접 얻어진 터널 유고상

황이 포함된 CCTV 영상들을 확보하여 터널 영상유고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입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터널 내 이동차량의 CCTV 영상들을 적절하

게 학습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와 학습에 반영된 학습환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딥러닝 학습 및 추론 코드를 

활용하여 터널 현장의 CCTV에서부터 터널관리동의 서버 및 현장관리자에게 유고상황을 알려주는 경보단계까

지 통합된 터널 영상유고 감지 및 운영 프로세스가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초기 터널 영상 빅데이터가 수동

으로 구축되어 학습이 진행 된 후에는, 시스템 운용과 딥러닝 추론에 의해 CCTV영상 빅데이터가 자동으로 누적

되고 성장함에 따라 영상유고감지 성능이 스스로 향상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터널 유고 영상 학습 및 추

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기 확보된 유고 영상 빅데이터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축 시스템의 운영 절차와 그 타

당성 검토에 활용하였다. 총 4개의 영상유고 항목(보행자, 화재, 정지/충돌차량, 역주행 차량) 중 하나인 ‘보행자 

출몰’ 상황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사실상, 시스템 상에서는 다른 주요 유고상황인 ‘화재’도 하나의 객

체로 인식되어 보행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지되어 처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 정지 및 역주행 차량

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인지된 차량 및 차량정보(크기 및 영상 내 위치)를 활용하여 시간 이력별 차량의 이동 벡

터 계산을 통해 쉽게 판별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차량 벡터 계산의 기초자료인 차량 객체의 인식률 검

토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능을 논하였다. 

2.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론적 배경

2.1 적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론적 특성 고찰

딥러닝의 전단계인 기계학습분야는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분야”를 말한다(Samuel, 1959). 즉,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주어진 

규칙에 의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기계학습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은 주어진 규칙없이 동작을 수행한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이 가진 단점을 개선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발전된 분야이다. 기

존의 기계학습에서는 은닉층의 수가 여러층으로 깊어짐에 따라 과학습(overfitting)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습과 추론하고자 하는 대상 문제에 대해 영향(원인, causes)과 결과(effect) 인자들이 사전에 명확히 정의되어

야 하고, 정의된 항목에 따라 갖추어진 많은 수의 학습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06

년 토론토대학의 Hinton교수에 의해 딥러닝으로 명명한 알고리즘이 제안이 되면서 기존의 기계학습의 한계를 

뛰어 넘는 계기가 되었다(Hinton et al., 2006). 층구조가 깊어짐에 따른 과학습의 가능성은, 깊은 구조의 방대한 

연결선들(connection)에 LeRu라는 새로운 활성화 함수의 적용과 Dropout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각 학습

단계마다 통계적으로 선택된 연결선들 만을 학습에 반영하고, 매 학습단계마다 학습에 반영되는 연결선을 통계

적으로 달리 선택하여 반영하는 개념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Srivastava et al., 2014). 사전에 정의되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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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항목에 대한 영향인자들이 자동으로 기초자료(이미지)로부터 특성화지도(feature map)이라는 형태로 자동 

추출되는 방식인 컨벌루션 방법이 제안되면서 극복되었다(Yann et al., 1990). 이때, 매우 방대한 구조의 딥러닝 

개념의 활성화는 기존 CPU기반 병렬처리 계산보다 몇 배 빠른 GPU라는 하드웨어의 발전에도 기반을 둔다

(Yoshua et al., 2013).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며, Fig. 1과 같이 학습의 종류에 따라 입력항목이 정의된 입력값과 추론항목에 

대한 출력값을 이용하여 학습자료 모델이 제시되어 학습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입력값만을 이용하

여 군집간 특성을 찾아내 그룹핑을 하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어떠한 상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

면서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학습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으며(Yann et al., 2015), 본 논문에서

는 지도학습에 속한 Faster R-CNN을 사용하였다.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Fig. 1. Classes of machine learning

Faster R-CNN은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발전형인 R-CNN (Regional CNN)의 종류 중 하나

이며, CNN은 합성곱(convolution), 통합(pooling)을 이용한 전처리를 사용하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Ren et 

al., 2015). 이를 이용하여 2차원 구조의 입력 데이터에 활용 가능하며, 영상 구별(image classification)과 음성 분

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R-CNN은 CNN에서 파생된 방법으로, 영상 내에 존재하는 객체(object)의 정확한 

위치를 직사각형 박스로 찾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다(Girshick et al., 2014). 여기서, 이미지 내에서 객체 박스

(object box)를 찾는 분야를 객체 인식(object detection)이라고 한다. 딥러닝 학습에 적용되는 데이터셋은 객체들

이 박스형태로 명시된 정지영상 이미지와 명시된 객체와 대응되는 객체의 종류나 이벤트 정보로 구성되는 출력

값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력값으로 정지영상 내 객체의 종류(차량 또는 보행자)를 사용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적용된 알고리즘인 Faster R-CNN의 근간이 되는 R-CNN은 다음 Fig. 2와 같이 정지영상에 

대하여 먼저 객체에 대한 직사각형의 박스(bounding box, BB)를 찾는 Region Proposal Network (RPN)을 이용

해 찾은 다음, 각각의 BB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대하여 CNN을 수행해서 BB가 어떤 객체인지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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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CNN

CNN

Car

Car

Car

Region 
Proposal 
Networks

Fig. 2. Training procedure of R-CNN

Fast R-CNN은 R-CNN의 단점인 계산시간이 크게 소요된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이다

(Girshick, 2015). Fig. 3에서와 같이, 먼저 정지영상에 대해서 CNN을 수행하여 작은 크기의 특성화지도(feature 

map)를 얻은 다음, 이 특성화 지도에 대하여 RPN으로 BB를 찾는다. 그리고 BB에 대한 정보와 특성화 지도의 정

보를 받은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내의 Pooling Layer에서 각각의 BB에 속한 특성화 지도 부분들을 한

번에 전통적인 인공신경망(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s)으로 계산하여 각각 특성화 지도 부분의 객체 종류

와 위치정보를 추론해 낸다. R-CNN과 비교하면 학습시간이 25배 정도 빠르다.

Region Proposal 
Networks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s

Each object’s
Type & position

CNN

Original image
Feature map RoI pooling layer

(Feature map+BB)

Fig. 3. Training procedure of Fast R-CNN

Faster R-CNN은 Fast R-CNN과 전체적인 절차는 동일하지만, RPN을 논리에 의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CNN에도 추출된 특성화 지도상에서 RPN을 이용해 객체를 인식 한 후, 전통 인공신경망과 연계되어 객체

의 종류와 위치정보를 추론해 낸다(Fig. 4). 기존 R-CNN과 비교하면 250배 빨라서 실시간 객체 인식이 가능하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객체 인식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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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ining procedure of Faster R-CNN

2.2 딥러닝 알고리즘의 운용

Faster R-CNN의 운용은 크게, 학습하여 추론 모델을 얻는 학습단계, 학습하여 얻은 추론 모델을 평가하는 검

증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딥러닝 학습은 Fig. 4와 같이 크게 정연산 과정, 딥러닝 네트워크의 그래디언트(gradient) 

계산 과정 그리고 딥러닝 네트워크내의 모든 연결선의 가중치(connection weight) 갱신과정으로 진행된다. 처음 

정연산 과정에서는 현 학습수준의 딥러닝 네트워크의 연산으로 각 객체의 종류와 위치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

로 원본 정지영상 내 객체의 종류와 위치정보와 비교하여, Fig. 4의 4개의 오차값(loss)들을 계산한다. 그 다음 그

래디언트값을 이 4개의 오차값을 이용하여 기 설정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그래디언트

값을 이용 CNN, RPN과 전통 인공신경망(fully connected NN) 들의 가중치들을 갱신한다. 이 전체 과정이 1회의 

학습회차이다. 이를 반복해 나가면서 객체가 정지영상 내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객체인지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일정 횟수의 학습 반복횟수만큼 학습을 진행하여 추론모델을 얻었다면, 추론모델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 평가

하기 위하여 검증해야 한다. 학습의 검증은 Fig. 4에서 정연산 과정만을 거치며, 추론모델의 연산을 통해 각 객체

의 이름과 좌표를 얻는다. 그 다음, 원본 정지영상의 객체 종류의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객체인식 알고리즘의 성

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 추론정확도(Average Precision, AP)을 계산할 수 있다(Mu, 2004). 

상기에서 언급하였던 AP값은 영상 객체인식 알고리즘의 학습 성과 및 추론 성능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

이다. 객체인식에서 오차율(loss)을 이용하여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영상의 객체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

음의 두 가지 평가 척도인 recall값과 precision값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Recall값은 검출율이라고 부르며, 대상 객체들을 얼마나 잘 잡아내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정지영상 

내에서 대상 객체들이 5개가 존재할 때, 알고리즘이 5개 모두 잡아낼 수 있으면 Recall은 100%가 된다. 하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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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지영상에서 객체들이 100개가 있다고 판단해도 Recall은 100%인데, 정확한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5개의 

객체를 모두 검출하였기 때문이다. 

Precision은 정확도라고 부르며, 알고리즘이 객체라고 인식한 결과들 중, 실제로 정확히 객체의 종류를 추론하

였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객체들이 5개가 존재할 때, 알고리즘이 대상 물체가 10

개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Precision은 50%이다. 10개 중 나머지 5개는 실제로 대상 물체가 아니고, 배경 또는 

다른 물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지에서 1개의 물체가 존재하고, 대상 물체가 1개라고 판단한다면 Precision은 

100%이 된다.

객체인식 알고리즘에서 두 지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Recall만으로 정확한지 판단할 수 없고, Precision으

로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두 지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AP값은 

Recall-Precision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 면적을 계산해 산정한다. 먼저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객체인식 알고

리즘이 연산하여 나온 N개의 객체정보(종류와 위치정보)가 있을 때, 처음 1개의 객체에 대해서 Recall과 Precision

을 계산한다. 그 다음은 2개의 객체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점점 계산할 객체의 수를 늘려나간다. 마지막으로 N

개에 대한 Recall-Precision을 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Recall-Precision의 집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도시하면 

Fig. 5와 같다.

(Rec1, Prec1 ), (Rec2, Prec2), …, (RecN, PrecN) (1)

Fig. 5. An example of Recall-Precision chart

AP는 Precision의 평균값이며, Recall-Precision 그래프에서 곡선의 면적인 적분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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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Average Precision) 





  

 







 (2)

여기서, Rec는 recall값, Prec는 precision값, 그리고 N은 Recall-Precision 값의 포인트 수를 나타낸다. Recall- 

Precision 그래프는 AP와 비교해 알고리즘의 학습 수준 및 추론 정확도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매 학습반복 

횟수마다 학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그래프를 생산하여 평가하는 것은 용이치 않다. 반면 그 그래프를 통해 계산

된 AP값은 0~1의 범위를 가진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객체인식 딥러닝 알고리즘의 학습 수준과 추론 정확도를 

나타내는 표준 지표로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면이 있다. 

3. 딥러닝 기반 터널 영상유고 프로세스 설계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언급된 딥러닝 알고리즘과 터널 CCTV 영상 및 유고정보로 구성된 영상 빅데이터와 연

계하여 딥러닝 기반 터널 영상유고 학습 및 추론 서버를 개발하고, Fig. 6과 같이 터널 현장내의 CCTV 촬영장치에

서부터 터널관리동의 CCTV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연결된 통합 터널 영상유고감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SmartVisionTVA

Tunnel Image Analyzer

<Image extraction of RoI region from CCTV image>

Setting up of RoI

on a CCTV screen

Image extraction of 

RoI region from 

original CCTV images

Defining of object type 

and position on the RoI 

region

Buildup of initial 

BigData of CCTV 

images and object 

definition (DS-1)

Training or retraining of  

Deep Learning Algorithm 

with the updated image 

BigData

Detection of objects 

and their types on RoI

Verification and 

revision of object 

detection results

Confirmation of verified 

detected data to be 

accumulated

to BigData ‘DS-N’ 

Trained Deep Learning 

Server (DNN)

Input of RoI regional 

image

Visualization and 

warning on main 

CCTV monitoring 

system

Automatic Object 

Detection and Warning 

System

Integration of  

BigData

‘DS-1’ + ‘DS-N’

1. Initial BigData composition

2. BigData 

training

3. Object Detection

4. BigData auto-expansion

Fig. 6. Schematic diagram of an automatic tunnel incident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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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스템의 첫번째 단계는 딥러닝 학습을 위한 터널 초기 CCTV영상 빅데이터 구성 단계이다(Fig. 6). 본 단

계에서는 터널 내 설치된 CCTV영상에서 인지코자 하는 관심영역(ROI)의 영상을 정지영상(30 frames/초) 형태

로 추출한다. 추출된 각 정지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들의 위치 및 크기 정보들을 좌표 형태로 뽑아내고, 각 

객체들의 유형(일반이동차량, 사람, 화재발생, 작업차량, 낙하물 등)을 코드화하여 함께 텍스트형태로 파일에 저

장한다. 따라서, 각 ROI내 정지영상과 각 영상 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객체들의 정보(위치, 크기 및 유형 정보)군

이 쌍을 이루어, 방대한 양의 “영상-객체정보” 빅데이터를 구성한다. 본 초기 단계의 빅데이터 구성은 기존 수학

기반의 이미지프로세싱 기법을 활용하여 각 영상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요구되는 객체 정보를 뽑아내고, 뽑아

진 객체 정보는 해당 영상과 함께 유간으로 확인하며 수동으로 검증하고 자료를 교정하며 양질의 빅데이터를 완

성한다. 본 단계의 빅데이터셋은 상기 그림에서 DS-1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의 2단계는 빅데이터(DS-1)의 딥러닝 학습 단계이다. 상기 과정을 통해 작성된 초기 빅데이터(DS-1)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도입한 Faster R-CNN을 이용하여 터널 내 CCTV영상 내 객체 위치 및 유형을 학습시킨다. 

이때, 영상의 학습이라 함은, Fig. 7과 같은 기본 인공신경망의 입력정보(input variable)와 모든 유닛 간 연결선

(connection)에 배정되어 있는 가중치(w)들과의 연산을 통해 ‘계산되는 객체 위치 정보와 객체 유형’과 ‘실제 영

상 내에 존재하는 객체 위치 및 객체 유형’과의 오차(Error)가 최소가 되는 가중치값(w)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

을 의미한다. 이때, 터널 내부의 열악한 환경(먼지, 낮은 조도, 낮은 해상도)이 반영된 터널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들이 사전 필터링 없이 있는 그대로 딥러닝 학습에 반영된다.

Fig. 7. Conventional supervised neural network and conceptual diagram of weight update procedure

다음의 통합시스템 3단계는 딥러닝 학습결과(2단계)에 기초한 터널 CCTV 영상 내 실시간 객체 인식 및 유형 

추론 단계이다. 터널 내에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CCTV로부터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얻어지는 영상에서 

기 설정된 관심영역 영상을 추출한다. 추출된 ROI영상을 2단계의 딥러닝 학습단계를 통해 얻어진 초기 학습완료 

DNN의 입력자료로 입력되어, 입력영상 내 객체들을 인식(사각박스형태로 위치와 규모를 인식)하고 인식된 객

체들의 종류(차량, 사람, 낙하물, 지장물 등)와 유형(정주행, 정지상태, 역주행, 화재 등)를 추론한다. ROI영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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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추론된 인식 객체 및 특성들은 원 영상으로 역변화되어 실 CCTV영상에 가시화 되며, 인식된 객체의 유고

상황이 인지되면 CCTV 모니터링 시스템에 알림과 동시에 관리자에게 경보를 알리게 된다. 

다음의 4단계는 영상, 영상 내 객체 및 객체의 특성을 담은 딥러닝 빅데이터 자동 확장 단계이다. 3단계에서 추

론된 영상 내 객체와 객체 유형 등의 정보들은 별도 저장공간에 저장되며, 저장된 객체 및 객체 유형 정보들은 개

별적으로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나 1단계에서 구성된 빅데이터 학습자료(DS-1)과 동일한 포맷으로 재 저장된다. 

검증된 추론결과(DS-N, N은 빅데이터 확장 진행횟수)는 기존의 초기 영상 빅데이터인 DS-1과 합쳐져 확장되며, 

확장된 빅데이터를 학습자료로 하여 다시 2단계 딥러닝 학습단계를 통해 동일 학습환경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

후, 2단계부터 4단계는 실시간으로 누적된 터널 내 CCTV영상자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이에 따라, 터널 

내 객체와 객체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빅데이터는 자동으로 확장되어 반복적으로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자동으로 확장되는 학습자료의 반복적인 딥러닝 학습을 통해, 터널 내 이동 객체의 인식률 및 인식된 객체의 돌발

상황 인지 성능이 자동으로 향상되어 진화된다. 

4. 딥러닝 기반 CCTV 영상 빅데이터의 학습

딥러닝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하여 우선 CCTV 동영상을 정지영상 이미지로 분리한 다음, 이미

지 상에 존재하는 각 객체의 이름과 좌표 정보들로 구성된 레이블을 작성하여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딥러닝을 학습하여 추론 모델을 얻어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본 절에서는 빅데이터의 구성, 딥러닝 학습을 위해 

설정된 학습 모델과 학습 환경, 딥러닝 학습 결과 및 결과 분석 내용을 논한다. 

4.1 영상 빅데이터 구성 및 특성 분석 

4.1.1 Pascal VOC dataset

본 연구에 적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인 Faster R-CNN을 포함한 객체 인식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미지와 레이블

이 한쌍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이미지-레이블 빅데이터셋을 요구한다. 현재 웹 상에는 범용 객체인식용 데이터셋

인 COCO (Lin et al., 2014), Pascal VOC (Everingham et al., 2010), Kitti dataset (Geiger et al., 2013) 등과 같은 

공개 데이터셋들과 그들의 규격들이 공개되어 있다. 객체인식의 용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데이터셋의 규격을 맞

춘다면 공개된 객체 데이터셋과 연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scal VOC dataset과 그 규격을 사용하였으며, 

각 이미지와 쌍을 이루는 레이블의 구성은 Fig. 8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이블 파일의 포맷은 xml형식이다. Fig. 8에서와 같이 레이블 파일 내에는 파일 및 이미지

의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각 객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객체의 위치 및 크기 정

보가 하나의 경계박스(bounding-box) 형태로 정의된다. 각 경계박스는 이미지 픽셀 기준으로 최 좌상단을 원점

으로 한 이미지 좌표상에서 경계박스의 대각선 양 끝 단의 좌표로 정의된다. 한 레이블 안에 물체가 N개가 있으면 

이러한 정보들이 각각 N개가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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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bel composition and format of the Pascal VOC dataset

4.1.2 CCTV 빅 데이터 현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MOLIT, 2016b)에서는 터널 내 영상유고 감지 설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다음의 4개의 영상유고상황을 감지 및 평가 대상 유고상황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1) 터널 내 보행자, 

(2) 충돌 및 정지차량, (3) 역주행, (4) 화재 상황이다. 이러한 터널 내의 유고상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CCTV에

서 촬영된 유고상황에 대한 영상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료 확보를 위해 현재 공용중인 터널 관리 현장

들을 섭외하여, 영상유고상황이 포함된 방대한 양의 터널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입된 딥러

닝 기반 영상유고 학습 개념에 대한 고찰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일반 이동차량과 주요 영상유고 대상객체인 ‘터널 

내 보행자’가 존재하는 영상을 일부 발췌하여 딥러닝 학습에 활용하였다. 적용된 데이터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used datasets for training and prediction

Dataset ID The number of images Image number Object type The number of objects

S1

S1A 2401       0~2400
Car 12314

Person 500

S1B   210 2401~2610
Car 1204

Person 209

S2

S2A 2300 2611~4910
Car 3359

Person 431

S2B   809 4911~5719
Car 1378

Person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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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식 영상유고 항목 중 정지차량과 역주행 차량의 감지는 일반 이동차량 객체를 인식한 후, 감지

된 이동차량 객체의 위치와 크기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 벡터를 계산하고, 현재 정지하고 있는지,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토록 하였다. 따라서, 이동 중인 차량이 정확하게 인식된다면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을 정확

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보행자 및 화재 상황은 각각을 별도의 객체로 정의하여 학습시

키고, 일반 차량 경우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 감지해 인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상

을 확보한 ‘보행자’ 영상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학습 및 추론효과 고찰을 위해 Table 1과 같이 데이터셋을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먼저 

데이터셋 S1과 S2는 각각 다른 터널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이며, 각 터널현장에서 얻어진 CCTV 동영상(약 

30 frames/sec)들은 1초에 1개의 정지영상(frame)만을 발췌하여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일 터

널구간에서는 시간이력별로 A(선)와 B(후)로 나누어 데이터셋을 구분해 명명하였다. 이는 현장 CCTV 운영상황

을 감안하여, 학습과 추론 시점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4.2 딥러닝 학습 환경 설정

4.2.1 학습환경

Faster R-CNN을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코드는 파이썬2 (Python2) GPU버전의 텐서플로우(Tensorflow)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코드를 활용한 딥러닝 학습 환경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raining environment of the Faster R-CNN deep-learning algorithm

Operating system Lunuxmint 18.2

GPU NVIDIA GTX 1070 8 Gb

Programming framework of deep-learning algorithm Tensorflow 1.3

Code language Python 2

Training speed 20000 iterations/h

운영체제는 파이선 2 버전의 텐서플로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눅스 환경을 채택하였으며, 적용된 

리눅스는 Linuxmint이다. 학습에 사용된 GPU (Graphic Processing Unit)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인 GTX 

1070을 사용하였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구글에서 제작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딥러닝 코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Faster R-CNN의 학습속도는 측정 결과, 시간당 약 20,000회 반복할 수 있는 학습속도 성능을 보였다. 이는 

도입된 딥러닝 알고리즘의 속성상 정지영상 내 포함된 객체의 수와 무관하게 유사한 학습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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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Faster R-CNN 및 RPN의 설정 상수

Faster R-CNN과 RPN은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정이 완료된 상수를 사용하며, 본 연구의 학

습에 적용된 대표 학습상수들과 적용 값들은 Table 3과 4와 같다. 

Table 3. The applied parameters for Faster R-CNN learning algorithm

Learning rate 0.001

Maximum iteration 50000

Image scale 600

CNN VGGnet (16 layers)

Table 4. The applied parameters for RPN

Positive overlap 0.7

Negative overlap 0.3

Post NMS top N 2000

Table 3에서 학습률(learning rate)은 Fig. 4의 딥러닝 모델 갱신과정에서 갱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상수로, 

너무 높으면 모델의 수렴이 잘 되지 않으며, 너무 낮으면 모델의 수렴은 되나 수렴 속도가 느려진다. 학습이 종료

되는 최대 학습반복회수(maximum iteration)는 5만 번으로 설정하였다. 이미지 크기(image scale)은 이미지를 

학습에 반영할 때, 촬영된 CCTV 원영상의 해상도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원해상도를 학습 시스템에 설정된 이

미지 크기로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학습에 반영된다. CNN은 VGG network를 이용하여 학습하였는데, 이는 

VGG network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Karen and Andrew, 2014).

Positive overlap과 Negative overlap은 영역 제안 네트워크(Regional Proposal Network, RPN)에서 요구되는 

학습상수이다. 각 이미지 상에서 수 만개의 경계박스가 각 이미지 내 픽셀을 옮겨가며 무작위로 제안되며, 각 경

계박스 내에서 객체의 존재 가능성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된 존재 가능성 값을 가지고 

제안 경계박스 내 객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냥 배경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n et al., 2015). Positive 

overlap은 이 값 이상일 때 해당 경계 박스는 객체라고 판단할 수 있고, Negative overlap은 이 값 이하일 때 해당 

경계 박스를 배경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영역 제안 네트워크 학습과정 후에는 수 만개의 경계박스가 제안된 

상태가 되며, 이 경계박스들을 전부 Faster R-CNN 알고리즘으로 전송하면 너무 과도한 계산이 수행되어야 하므

로, 수 만개의 제안된 경계박스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아 객체일 가능성이 높은 N개의 경계박스만 Faster R-CNN 

알고리즘으로 전송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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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딥러닝 학습 모델 설정 및 학습 결과 분석

4.3.1 학습 모델 설정

학습 모델은 크게 같은 터널 내에서만 학습과 추론이 진행되는 시나리오(Test Scenario 1, TS1)와, 복수의 터널

에서 학습이 진행되고 학습에 포함된 각각의 터널에 대해 추론이 진행되는 시나리오(Test Scenario 2, TS2)로 구

분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학습 및 추론 시나리오 모델을 Fig. 9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9. Training and inference models for deep-learning investigation on CCTV image datasets in tunnels

TS1은 S1과 S2 터널에서 수집한 영상자료의 선행 데이터셋인 S1A과 S2A을 각각 학습하고, 각각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을 재추론(re-inference)하여 학습이 충분히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학습되지 않은 후행 데이터셋에 대한 

추론을 통해서는 동일 터널조건의 영상이지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후행 영상에 대한 객체 및 유고상황 감지 성

능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TS2는 일정시간(A) 구간에서 촬영된 가용한 영상 데이터셋 S1A와 S2A 모두를 학습

에 사용하였고, 역시 학습에 사용된 각각의 학습자료의 재추론을 통해 학습이 충분히 이루러 졌는지 확인코자 하

였고, 이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 구간(B)의 데이터셋에 대한 추론을 통해 추론성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4.3.2 객체인식 추론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설정된 각 학습 및 추론 시나리오에 대하여 결과한 학습 및 추론 성능을 2.2절에서 언급된 AP값

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AP값은 학습이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추론대상 데이터셋에 대해 계산가능하며, 객체

의 인식 성능과 인식된 객체의 유형 판단의 정확도를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추론

대상 데이터셋마다 추론대상 객체인 ‘이동차량(car)’과 ‘보행자(person)’에 대해 각각 AP값을 계산하고 비교 검

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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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S1-S1A model (b) TS1-S2A model

Fig. 10. AP evaluation for TS1 model

Fig. 10에서는 S1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횟수에 따른 AP값의 변화추이를 나타냈었다. AP값이 1에 가까울수록 추

론성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추론은 매 1만 번의 학습횟수 때마다 AP 평가를 진행하였고, 각각 추

론할 데이터셋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레이블 정보가 모두 존재하므로 객체의 종류마다 AP를 평가하여 도시하였다.

S1터널 데이터셋의 경우에 대한 결과를 보면(Fig. 10(a)), 학습된 데이터셋에 대한 재추론은 AP값 0.9 이상 수

준으로 매우 높은 추론성능을 보여 학습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되지 않은 B시간구간에

서는 차량의 경우, 학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AP값이 0.8 이상으로 매우 높은 추론성능을 보여 객체인식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되지 않은 구간의 보행자 객체의 인식은 AP값 수준이 0.4 이상 0.6 이하정도로 나

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추론성을 보였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차 AP값이 향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학습된 구간의 차량과 보행자, 그리고 학습에 사용안된 차량의 경우는 30,000회 이상의 학습이후에

는 유사한 AP값 수준으로 추론성능이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2터널의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의 경우(Fig. 10(b)), 학습에 반영된 구간과 학습에 반영안된 시점 구간의 차량 

객체의 추론성능은 AP값이 각각 0.9 이상, 0.7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10,000회 이상의 학습회수 이

후에는 추론성능이 수렴된 것을 알 수 있다. 보행자 객체에 대해서는 학습된 보행자에 대해서는 객체인식 추론성

능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궁극적으로 50,000회 이상의 학습단

계에서는 0.8수준 이상의 추론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습되지 않은 시간구간의 보행자 객체의 경우에서는 

S1터널의 경우와 같이 0.4 이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추론성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학습된 객체가 학습되지 않은 객체보다 추론성능이 우수함은 당연히 추론성능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학습되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도 매우 양호한 AP값 수준의 추론성능으로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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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용한 객체의 수가 현저히 적었던(차량 객체의 수의 5% 이하 수준) 보

행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AP수준으로 추론성능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가용한 보행자 객체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추가 학습이 진행된다면 학습되지 않은 보행자의 추론성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11. AP evaluation for TS2 model (TS2-S12A)

Fig. 11은 A시간구간 동안 S1터널과 S2터널에서 확보한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학습한 추론 성능 결과를 나타

낸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재추론 결과, S1터널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 공히 0.8 이상의 AP값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의 추론결과를 보였다. S2터널의 경우, 차량 객체에 대한 추론은 0.8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추론

성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보행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0.6의 AP수준으로 추론성능을 보였으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현격히 추론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통합된 학습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S1터널의 객체들과 S2터널의 차량 객체가 우선적으로 학습이 진행되었고, S2터널의 보행자 객체가 후행 하여 점

차 학습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추가 학습이 진행된다면 S2터널의 보행자 객체도 S1터

널의 보행자 수준으로 재추론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로 다른 CCTV설치 및 촬영 환경에서 촬

영된 터널 자료들의 통합 학습 시에도, 각각의 터널 객체에 대한 추론성능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동일 이상 수준

의 추론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되지 않은 시간구간(B)에 대한 객체인식 추론의 경우, Fig. 10의 경우와 유사한 추론성능 평가 경향을 보

였다. S1 및 S2 양 터널 모두, 차량 객체의 경우는 0.7 이상의 우수한 추론성능을 보였으나, 보행자 객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추론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S1터널의 보행자 객체의 경우도 20,000회 학습 이후부터는 0.7 AP

수준의 높은 추론성능을 보였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론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Fig. 10의 경우와 같이, 양 터널 모두 보행자 객체 수의 부족으로 추론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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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향후 가용한 객체 영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가학습이 진행된다면 그 추론성능이 차량에 대한 추론성

능 수준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S2모델과 같은 통합자료의 학습과 추론 모델을 통해 다양한 터널에서 확보된 영상 데이터셋이 다른 터

널의 이동 객체 인식 및 영상유고감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다양한 터널의 유고영상을 통합관리하

고, 통합자료를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개별 터널 내에서 유고영상을 관리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 보다 유

고영상 빅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유고영상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딥러닝 영상유고추론 성능은 인식 대상 객체 및 유고영상 데이터 확보 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므로, 향후 유고영상 빅데이터 확보 및 관리가 터널 영상유고감지 성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4.3.3 객체인식 추론 영상 분석

Fig. 9에서 명명된 TS1과 TS2 학습모델을 통해, 학습되지 않은 시간구간(B)의 몇몇 정지 이미지 내의 객체 들을 

인식하고 그 유형을 추론한 결과들의 추론 영상을 Fig. 12~15에 나타내었다. 그림 상에서 Original이라고 표현된 

영상은 학습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영상 내 객체와 객체의 유형이 정의되어 있는 이미지이다. 또한, 추론 결과 영

상(predicted image)은 학습모델을 50,000회까지 학습을 진행하고 추론한 영상으로 original 영상과 비교를 통해 

추론 성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TS1-S1A의 학습모델의 경우는 학습되지 않은 2435번 영상 이미지의 보행

자를(화살표시) 정확히 인식하였으나 2543번 및 2595번 영상 이미지에서는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상대적으로 차량 객체는 모든 발췌영상 이미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확히 객체를 파악하여 추론해 낸 것을 알 

수 있다. TS1-S2A 학습모델의 경우에서는 4911번 영상 이미지에서 보행자 영상을 정확히 감지하였으며, 타 영상 

이미지에서는 존재하는 차량 객체를 감시해 냈다. 특히, 5680번 영상 이미지 상에서는, 원본 영상의 상단 부에 작

Fig. 12. Detected object images by TS1-S1A training model (prediction for S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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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기의 차량이 존재했지만 객체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추론단계에서 차량으로 감지한 사례를 보여준다. 

Fig. 13에서는 TS2-S12A 통합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학습되지 않은 S1B 데이터셋의 몇몇에 대해 추론한 결과 

이미지를 보여준다. 2435번 이미지에서는 차량 옆에 위치한 보행자를 정확히 감지하였으나, 2543번과 2595번 

이미지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는 그 차량의 크기에 대한 추론 정도에 차이가 있

으나, 많은 차량이 존재함에도 객체인식 추론이 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3에서는 동일한 통합 학

습모델을 이용하여 S2B 데이터셋에 대한 추론 영상 일부를 도시하였다. 그림과 같이 모든 영상 이미지의 차량과 

보행자 객체가 정확히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3. Detected object images by TS1-S2A training model (prediction for S2B)

Fig. 14. Detected object images by TS2-S12A training model (prediction for S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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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etected object images by TS2-S12A training model (prediction for S2B)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널 영상유고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신 영상 딥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인 Faster 

R-CNN 알고리즘을 코드화 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운용중인 2개의 터널현장(TS1과 TS2)에서 수집된 유고영상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터널 내 영상유고 대상객체에 대한 객체인식 추론성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

진 주요 연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CCTV 촬영 및 설치조건이 매우 열악한 폐쇄된 터널 내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터널 CCTV 영상을 통해 보여

지는 다수의 이동 차량과 고정상의 주요 영상유고 대상 객체인 보행자 객체들은 성공적으로 학습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학습 후, 추론단계에 있어서는 학습시점과 가까운 시간구간에서는 높은 추론성능을 기대할 수 있었다.

2. 학습단계와 추론단계의 시간차가 클 경우에, 학습단계에서 충분한 객체가 확보되어 있었던 차량 객체의 경우

는 그 추론성능이 매우 우수했으나, 상대적으로 가용한 객체의 수가 적었던 보행자 객체의 경우는 그 추론성능

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를 통해, 추론단계의 학습되지 않은 객체에 대한 추론 성능은 지속적인 추가 반복학습

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며, 학습에 가용한 객체의 개수와 다양성 확보 수준이 그 객체에 대한 추론 성능을 좌우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두 개의 다른 터널에서 확보된 객체 및 유고영상들을 통합한 자료로 학습하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터널 영상 

이미지에 대한 추론성능 분석을 통해, 다양한 터널에서 확보된 통합 영상자료가 다른 터널의 객체 인식 및 영

상유고감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다양한 터널의 유고영상을 통합관리하고, 통합자료를 학습자

료로 활용하는 것이, 개별 터널 내에서 유고영상을 관리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 보다 유고영상 빅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유고영상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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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딥러닝 영상유고 추론 성능은 인식 대상 객체 및 유고영상 데이터 확보 수준에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향후 터널 유고영상 빅데이터 확보 및 관리가 터널 영상유고감지 성능 확보를 위해서 가

장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학습자료에 지배되는 터널 영상유고 추론 성능은 터널 CCTV 영상 

및 유고상황 빅데이터의 지속적 확장과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통해, 시스템의 추가 보정이나 수정 없이도 그 추론

성능이 자동으로 향상되며,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적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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