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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딥러닝 학습 기법의 발전과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면서, 영상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기술

은 높은 인식 성능을 달성하게 되었다[1]. 딥러닝 기

반 객체 검출 방법 중에서 빠른 검출 속도와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Ren 등이 제안한 Faster

R-CNN 방법이 있다[2]. 이 방법은 피라미드 구조의 

합성곱신경회로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으

로 특징을 추출하고, 영상에서 k개의 앵커 박스(anchor

box)를 이동시키면서 앵커 박스 안에 객체가 존재하

는 지를 판단한다. 이때 객체의 존재 여부는 앵커 박

스 영역 내의 있는 신경회로망에서 추출한 특징들로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개체를 포함하는 영역의 크기 

및 위치, 영역 내에 존재하는 객체의 신뢰도 및 객체

가 특징 종류일 확률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시간으로 구현하기에는 연산량이 많다.

Redmon 등은 앵커 박스를 움직여가면서 객체의 

영역을 찾는 대신 합성곱신경회로망의 최상층(해상

도: 7x7)의 각 셀에서 b개 테두리 상자로 객체 영역의 

위치와 크기, 테두리 상자가 객체를 포함하는 신뢰

도, 포함된 객체가 특정 종류일 확률을 완전 연결 망

(fully connected network)으로 계산하였다[3]. 이 방

법은 앵커 박스를 이동시키는 대신 고정된 7x7xb 개

의 테두리 상자에서 한번만 객체 검출을 수행함으로 

YOLO(You Only Look Once)라고 한다. 이 방법은 

매우 적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며 실시간 객체 검출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작은 객체의 검출 성능이 

어안렌즈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에서 차량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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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문제점이 있다. Liu 등은 작은 객체도 효과적으

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테

투리상자 안에서 한번에 객체의 위치 및 크기, 객체

의 종류별 확률을 모두 한번에 처리한다고 하여 SSD

(single-shot detector)라고 한다[4]. 이 방법은 합성

곱신경회로망의 높은 해상도 층부터 최저해상도 층

까지 다양한 층에서 객체를 검출하는 다중스케일 검

출기를 구현하였다. 이 방법은 YOLO와 비슷한 연산

량으로 높은 검출율을 보여주고 있다. Redmon 등은 

특징 검출을 위한 합성곱신경회로망을 연속된 3x3

과 1x1 합성곱(convolution)으로 이루어진 19개의 합

성곱 층(convolutional layer)과 5개의 max pooling

layers로 구성하고, 최상층의 해상도를 13x13으로 높

였다. 이 신경회로망을 darknet-19라고 작명하였다.

객체 검출을 위한 분류기를 완전 연결 망(fully con-

nected network)대신 합성곱신경회로망(CNN)으로 

구성된 YOLOv2를 제안하였다[5]. 이 방법은 YOLO

보다 적은 연산량으로 SSD보 우수한 검출 성능을 

구현하였다. He 등은 수천개의 객체 검출에 필요한 

풍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매우 깊은 층으로 구

성된 합성곱신경회로망을 제안하였다[6]. 이는 Res

Net이라고 한다. 이 신경회로망은 매우 깊은 층(deep

layers)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객체 

검출 및 인식 등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

지만 층이 깊어지는 만큼 연산량이 늘어난다. Lin 등

은 앵커 박스를 사용하여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에서 

신경회로망을 학습함에 있어 객체 샘플의 수가 배경

의 샘플의 수에 비하여 매우 적고 이로 인하여 학습

된 검출기의 성능을 저하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를 보완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7]. 이는 

RetinaNet이라고 불린다. Redmon 등은 좀 더 풍부

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darknet-19과 ResNet의 

혼합형태로 53개의 합성곱층(convolutional layer)으

로 사용하였다. 이는 darknet-53이라 한다. darknet-

53은 darknet-19보다는 많은 연산량을, ResNet에 비

하여 적은 연산량을 사용한다[8]. Redmon등은 Darknet-

53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검출

하기 위하여 최상층, 차상층, 차차상층의 3층에서 객

체 검출을 위한 분류기를 생성하였다[8]. 이 방법은 

YOLOv3라고 불린다.

Fig. 1은 합성곱신경회로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

한 객체 검출기의 연산량 대비 성능을 보여주고 있

다. YOLOv3가 연산량 대비 검출 성능이 다른 방법

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기술은 다양한 환

경에서 다양한 객체를 인식하려고 하면 그 성능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식하고자 하는 객체

를 특화하고, 객체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시점과 종류

를 특화하고, 주변 환경을 특화한다면 높은 인식률의 

객체 인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천정에 설치된 어안

렌즈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된 영상에서 차량을 인식

하는데 특화된 딥러닝 기반 실시간 객체 인식 기술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제안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1에서는 어두운 

조명 환경에서 자동차의 검출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영상의 화질개선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2

에서 주차장의 천정에 설치된 어안렌즈 카메라로 획

득한 영상에서 차량을 검출하는데 특화된 객체 검출

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

안한 화질 개선 방법이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며, 제

안한 객체 검출기는 YOLOv3 보다 적은 연산량으로 

YOLOv3와 비슷한 성능으로 차량을 검출함을 보여

준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방법

2.1 입력 영상 화질 개선

지하 주차장 내부에 균등하게 조명을 배치하여도 

건물의 코너 부분에 주차한 차량은 조명이 어두워 

Fig. 2(a)에서와 같이 차량 후방의 윤곽을 알아보기 

Fig. 1. Speed and accuracy tradeoff on the mAP at 0.5 

IOU metric (Source: YOLOv3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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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합성곱신경회로밍 기반 객체 검출기에 객체

를 포함하는 영상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신경회로망

의 중간층에서 출력값을 시각화하여 보면 객체 윤곽

의 에지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즉 차량의 검출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의 윤곽을 뚜렷하게 하는 

화질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차량 검출기를 학습할 

때 입력 영상의 밝기(intesity), 색조(hue) 등에 변화

를 주는 데이터 증강 방법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출하는 객체의 변화 범위가 크면 객체 검출의 성능

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의 화질 개선을 위하여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과 에지 향상(edge en-

hancement)을 적용하였다. 감마 보정은 아래와 같다.

  
 



   max min

(1)

식 (1)에서 in는 입력 영상의 밝기,  

는 입력 영상의 밝기 범위,  감마 보정된 영상의 

밝기, 는 보정된 영상의 밝기 범위를 각각 나타낸

다. R,G,B 각각 독립적으로 보정한다.

에지를 향상함에 있어 에지가 뚜렷한 부분은 향상

을 적게 하고, 에지가 약한 부분은 향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에지 향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식 (2) 와  지역 평균과 지역 표준편

차이다.

2.2 차량 검출에 특화된 객체 검출기

기존의 객체 검출기 중에서 YOLOv3는 연산량 대

비 검출 성능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수함

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YOLOv3보다 연산량이 적

은 YOLOv2는 사람같이 작은 객체의 검출에서는 성

능이 YOLOv3보다 성능이 많이 낮지만, 버스같은 크

기가 큰 객체의 검출의 경우 성능이 YOLOv3에 근접

한다[7].

본 논문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천정에 설치된 카메

라를 통하여 획득된 영상에서 차량만을 인식하는데 

특화된 검출기로, YOLOv3보다 연산량이 작으면서 

큰 객체의 검출 성능에서는 큰 차이없는 YOLOv2를 

고려한다. darknet-19에서 추출된 특징은 darknet-

53에서 추출된 특징에 비하여 풍부하지 않지만, 차량

만을 검출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실험

을 통하여 입증한다.

천정에 설치된 어안렌즈카메라로 하단 주차면의 

차량을 촬영하면, 영상의 중심에 놓인 차량은 크기가 

크지만 영상의 외곽에 놓인 차량은 크기가 작다. 다

양한 크기의 차량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YOLOv3에

(a) (b)

Fig. 2. Images showing vehicles parked in a corner 

area: (a) an original input image, (b) the en-

hanced input image. 

(a) (b) (c) (d)

Fig. 3. The larger the layer value of the network, the larger the area in which the center pixel affects:  (a) the 

impulse image, (b) the spread of the impulse image at the layer 10, (c) he spread of the impulse image 

at the layer 16, (d) the spread of the impulse image at the lay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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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다중스케일로 객체를 검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때문에 제안하는 검출기는 darknet-19 합성곱

신경회로망을 기반으로 다중스케일에서 객체 검출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2.2.1 차량 검출에 특화된 특징 추출기

제안하는 검출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합성곱신

경회로망은 darknet-19를 채택한다. 이는 Fig. 4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연속된 3×3 과 1×1 합성곱(convolution)으로 이루

어진 19개의 합성곱층과 5개의 max pooling 층

- 각각의 합성곱층의 입력에 배치정규화(batch

normalization) 적용

- 활성화 함수로 Leaky ReLU 적용

2.2.2 차량 검출에 특화된 다중스케일 분류기

darknet-19의 입력 영상은 416×416이며 차상층

(the next higher layer, the next lower resolution

layer)은 26×26 셀들로 구성되며, 최상층(the highest

layer, the lowest resolution layer)의 13×13인 셀들

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다중스케일 검출기에는 YOLOv2에서

와 같이 최상층의 각 13×13개의 셀 각각에 5개의 객

체를 검출하는 분류기가 있다. 분류기에서는 검출한 

객체들을 테두리 상자(bounding box)로 나타내는데,

테두리 상자의 중심좌표 (x,y), 넓이, 높이, 신뢰도 

그리고 테두리에 포함된 객체의 클래스확률 등을 추

정한다. 이들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특징 벡터

는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우선 최상층의 해당 셀에

서 추출하는 1024개의 특징과 최상층의 셀에 해당하

는 차상층의 4셀에서 추출하는 4×64개의 특징을 병

합한다. 다음으로 병합한 1280개의 특징을 1024개의 

1×1×1280 합성곱 필터를 통과시켜 구한 1024개의 특

징을 사용한다. 이는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제안하는 다중스케일 검출기는 최상층의 13×13

셀에서 5개의 객체를 검출하는 것에 추가하여, 차상

층의 26×26 개의 각 셀에서도 5개의 객체를 검출하는 

분류기가 있다. 이들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특

징 벡터는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우선 차상층의 해

당 셀에서 추출하는 1024개의 특징과 차상층의 셀에 

Fig. 4. The proposed CNN based multiscale object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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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차차상층의 4셀에서 추출하는 4×64개의 특

징을 병합한다. 다음으로 병합한 1280개의 특징을 

1024개의 1×1×1280 합성곱 필터를 통과시켜 구한 

1024개의 특징을 사용한다. 이는 Fig. 4에서 보여주

고 있다.

최상층과 차상층에서 중복되어 검출된 객체들은 

non maximum suppression을 과정을 통하여 정리한

다.

YOLOv3에서는 최상층, 차상층, 차차상층에서 각

각 분류기로 객체를 검출을 하는데, 각 층의 객체 검

출기는 최상층에서 추출한 특징을 업샘플링(up-

sampling)하여 병합한 후 합성곱 필터를 거쳐 분류

기에 사용할 특징을 추출한다. Fig. 3에서 보여준 것

과 같이 최상층의 특징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추출한 

특징이기 때문에 제한된 차량 영역 밖의 배경이 특징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학습과정에서 최상위

층에 추출한 특징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최상위 층에서 구한 특징을 차상위 층의 분류기에 

사용하지 않았다. 제안한 방법에서 이러한 접근의 타

당성은 실험을 통하여 입증한다.

또한 차량의 크기는 일정 크기 이상이기 때문에 

YOLOv3와 달리 최상층과 차상층 두 층에서만 객체

를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스케일 검출

기의 최종 구조는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합성곱신경회로망은 학습 시 최소화할 손실 함수

(loss function)로는 YOLOv2에서 사용한 함수를 적

용하였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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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객체를 포함하는 테두리 상자

의 중심 좌표, 넓이, 높이를 나타내며, 는 번째 

셀의 번째 테두리상자에 포함된 객체의 신뢰도,

 번째 셀에 존재할 객체가 특정 클래서 일 확률

을 나타낸다. 
는 번째 셀의 번째 테두리상자에 

객체가 존재하면 1 아니면 0 값을 가진다. 
는 번

째 셀에 객체의 중심이 놓여지면 1 아니면 0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총 객체의 학습 데이터에서 

객체를 포함하는 셀의 갯수과  배경만 포함하는 셀의 

개수의 비를 바탕으로 값을 설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학습

실험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주차장의 천정에 설치

한 16대의 어안렌즈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이

다. 학습에 사용한 영상 데이터의 해상도는 640×480

이며, 데이터 수량은 250,000장이다. 학습에 앞서 데

이터 량을 늘리기 위하여 데이터 확대(data aug-

mentation)을 적용하였다. 학습 시 신경회로망의 초

기값은 Redmon[9] 등이 제공하는 이미지넷(Image

Net) 데이터로 사전학습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화질 개선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은 배경의 조명이 

어두운 특정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사용하였고,

제안하는 객체 검출기의 성능평가를 위해 VOC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지하주차장의 16대 모

든 카메라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였다. 화질을 개선한 

영상으로 학습한 검출기의 성능과 원 영상으로 학습

한 검출기의 성능의 비교는 16대의 모든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이 아니라 배경의 조명이 어두운 특정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으로 검출기를 학습하고 테

스트하였다. 이 때 특정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 데

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학습 시 신경회로망의 초기값

은 16개 카메라에서 획득한 모든 영상으로 학습한 

결과를 초기 값으로 사용하였다.

획득한 250,000장의 영상은 240,000 개의 학습 데

이터와 10,000 개의 테스트 데이트로 나누었다. 학습

과 테스트를 매 반복 학습마다 평가를 하면서,

100,000번 반복 수행 하였다. 학습과 테스트 결과는 

50,000번을 넘어서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100,000번 

이전에 최대 테스트 성능을 가진 학습결과를 선택하

였다. 선택한 검출기는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하면서 

오버피팅(overfitting)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

습, 테스트, 검증(validation)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

출기를 선택하였다.

3.2 입력 영상 화질 개선에 따른 검출 성능 향상

Table 1은 화질을 개선한 영상으로 학습한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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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검출하지 못하는 차량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

어듬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화질이 개선된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이 차량의 검출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화질을 개선한 영상으로 학습한 검출기

는 복잡한 배경을 차량으로 잘못 검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어두운 조명 하에서 주차한 차량의 후방 부분은 

배경과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차량의 후방 윤곽도 알

아보기 어렵다. 어두운 부분의 명암 대비(contrast)

를 향상 시키는 식 (1)의 감마 보정과 약한 에지를 

개선시키는 식 (2)의 영상 선명화는 차량의 전반적인 

윤곽을 뚜렷하게 하여 차량 검출의 성능을 개선한다.

반면에 감마 보정은 밝은 부분의 명암 대비를 저

하시키고, 영상 선명화는 배경 노이즈로 인하여 생기

는 에지를 증폭하여, 배경을 차량으로 잘못 검출하는 

단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화질을 개선한 영상으로 학

습한 검출기는 원 영상으로 학습한 검출기에 비하여 

오검출의 총 개수는 701개에서 138개로 줄어듬을 보

여주고 있다.

3.3 제안한 검출기의 성능 평가

Table 2는 VOC 데이터로 제안한 검출기와 YOLOv2,

YOLOv3와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

안한 검출기와 YOLOv3는 YOLOv2에 비하여 모든 

객체의 검출에서 큰 차이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객체의 크기가 작은 person, bicycle의 경우에

는 VOLOv3가 제안한 검출기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

을 보여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bus,

motorbike의 경우 제안한 검출기가 YOLOv3에 비하

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YOLOv3는 합성곱

신경회로망의 최상층, 차상층, 차차상층 등 3개의 층

에서 객체 검출을 위한 분류기를 생성하였지만, 제안

한 합성곱신경회로망은 차상층, 차차상층 2개의 층

에서 분류기를 생성하였다. 때문에 작은 크기의 객체 

검출의 경우 YOLOv3의 성능이 우수하다.

Table 3는 지하주차장의 천정에 설치된 16대의 어

안렌즈 카메라로 하단의 주차면에 주차한 차량을 촬

영한 영상에서 차량 검출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안한 

검출기와 YOLOv3는 YOLOv2에 비하여 주차 차량

의의 검출에서 큰 차이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한 검출기는 YOLO v3에 비하여 false

negative의 개수가 조금 적지만, false positive의 개

수는 조금 많다. IOU는 YOLOv3가 조금 높다. 연산

량의 경우 제안한 검출기는 YOLOv3의 연산량의 72

Table 1. Detection performance of parked vehicles in underground parking lot; Training data: 40,000 images acquired 

from the 9th camera installed on parking lot ceiling. Test data: 2,000 images acquired from the 9th camera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ained with the original data set 10153 19 682

Trained with enhanced data set 10819 122 16

Table 2. mAP performance in VOC data; Training data: 8000 images of VOC 2007 and VOC 2012. Test data: 5000 

images of VOC 2007

car bus motorbike person bicycle

YOLOv2 69.55 67.35 66.39 60.33 65.65

YOLOv3 76.85 71.80 72.54 72.45 72.32

the proposed one 75.31 72.38 74.88 71.43 70.68

Table 3. Detection performance of parked vehicles in underground parking lot; Training data: 240,000 images ac-

quired from 16 cameras installed on parking lot ceiling. Test data: 10,000 images acquired from 16 cameras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IOU frames per second

YOLOv2 77073 2830 3374 83.65 60.15

YOLOv3 78073 1412 2374 87.73 37.04

the proposed one 78101 2071 2346 86.97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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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이고, YOLOv2의 연산량의 1.2배 정도이다.

제안하는 검출기는 주차차량 검출에 있어 YOLOv3

의 약 72% 정도의 연산량으로 YOLOv3와 비슷한 

검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Fig. 5는 감시영역이 중복된 16대의 카메라 영상

에 검출된 차량을 붉은색 테두리 상자로 표시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감시 영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 

카메라의 감시 구역에서 작은 크기의 차량은 인접한 

카메라의 감시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를 가

지고 있다. 때문에 각 카메라 영상의 외곽 부근을 제

외한 중앙 부근의 일정 크기 이상의 차량을 검출하면 

주차한 모든 차량을 검출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검출

에 최적화된 객체 검출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알고리즘은 합성곱신경회로망 기반의 특징 추

출과 객체 검출을 위한 다중스케일 분류기로 구성된

다. 검출기는 주차차량 검출에 있어 YOLOv3의 약 

72% 정도의 연산량으로 YOLOv3와 비슷한 검출 성

능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어두운 조명 환경에 주차

한 차량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하여 영상 화질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화질 개선은 감마 보정과 

적응 에지 향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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