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물류의 양과 크기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형화된 물류의 이동과 함께 화물차량의

재불량으로 인한 도로면의 손상이나 낙하물로인한 사

고의 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재불량 차량의 단속을 통해 사고를 방하는 것이 요

하다. 재 화물차의 재불량 단속은 단속요원의 육안

검사를 통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요원은

모든 차량의 상을 확인해야하므로 검색해야할 상의

수가 많고, 재불량에 포함되지 않는 승용차나 탑차, 특

수차량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를 사 분

류하여 재불량 상 차종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검색 상을 여 주고 검색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차종분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 인 상분류는 카메라로 촬 된 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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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의 치를 검출하고, 상물의 외곽선이나 크기,

모양 등 상물을분류할 수 있는 기하학 , 통계 특징

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값을 기 값과 비교하여 입력

상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지를 정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1-4]. 그러나차종분류에서는 다양한차종이 존재

하고 각 차종의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특징과 정 기 을 정하기 어렵다. 한 부분의

차종 분류는 차량의 면이나 측면 상을 사용하여 차

량의 검출이나 차종을 분류를 하고 있다[5-12]. 그러나

재분량을 단속하기 해서는 화물의 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차량의 에서 촬 한 상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심층신경망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심층신경망

기법을 활용하여 문자인식이나 상처리, 자연어처리, 음

성인식 등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심층 신경

망기법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 CNN)은 학습과정을 통해 구분하려는 상물에 합한

특징을 스스로 찾아내고 결과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 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합성곱 신경망

은 문자인식이나 상 분류에 활용되어다른 기계학습방

법에 비해 탁월한 성과를 얻고 있다[13-15].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윗부분에서 촬 된 차량 상을 취득하고,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차량의 검출과 차종의 구분, 화물

칸의 모양과 형태를 분류함으로써 재불량 상차종을

자동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 합 곱 신경망  사용한 상 류

CNN은 학습과정을통해 한특징(feature)의 추출

과 분류(classification)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14]. CNN의 구조는 상의 특징을 추출하기

한 합성곱 네트워크와 추출된 특징을 분류하기 한

연결 네트워크로 나 수 있다. 입력 상은 합성곱 네트

워크에 입력되고, 합성곱 층과풀링 층의 반복 연산을 통

해 상에 한 특징을 추출되며, 이어지는 연결 네트

워크에서 다층신경망을 통해 분류를 수행한다[6].

2.1 합 곱 네트워크

입력 상에 해 합성곱(convolution) 연산을 하여 특

징(feature map)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합성곱 층

(convolution layer)은  ×크기의 필터 h의 계수와

입력 상의 화솟값을다음Equ. (1)과같이곱한 후, 모두

더하여 결과값을 구한다. Fig. 1과 같이  치의 합

성곱 연산의 과정을 모든 화소에 하여 구한결과를 특

징맵(feature map)이라고 하며, 특정한 계수를 가진 필터

h에 의해 추출된 특징을 나타낸다[8].

  
  




  



  (1)

Fig. 1. Convolution operation

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기 해 일반

으로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여 합성곱을 구하기 때

문에 합성곱 층에서 출력되는 특징맵은 필터의 개수만큼

생성된다. 합성곱 연산에 사용되는 필터의 계수는 기

에 랜덤값으로 설정하고, 학습과정에서 계수의 조정을

통해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값으로 갱신된다.

합성곱 연산 결과에 바이어스 값을 더한 값은 활성화

함수에 입력된다. 활성화 함수로는 Linear 함수, Step 함

수, Sigmoid 함수, Hyperbolic tangent 함수 등이 사용된

다.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역 알

고리즘(Backpropagation)에서 입력에 가까운 낮은 층으

로 갈수록 되는 에러의 양이 어지기 때문에 에러

기울기의 변화가 거의 없어져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기

울기 소실 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활성화함수로

Equ. (2)와 같은 Rectified Linear Unit(ReLU)을 사용하

면 에러가 낮은 층까지 달될 수 있으므로 심층 신경망

에서는 ReLU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

  max (2)

합성곱 층의 결과는 풀링 층(pooling layer)에 입력으

로 사용되며, 풀링 층은 정해진 역의 푯값을 선택하

는 단계이다. 풀링층은 추출한 특징값의 치에 따른 감

도를 이고 크기를 이기 해 사용된다. 최 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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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pooling), 평균풀링(average pooling) 등이 사용되

며, 를 심으로 하는  ×크기의 역을 라

하고 이 역의 픽셀 수가 H라고 하면 Equ.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역에 있는 특징값 가장 큰 값이

나 평균값을 푯값으로 선택함으로써 상의 치가 이

동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라미

터의 양을 이기 해 사용된다.

   
max

∈



     



∈



(3)

합성곱 층이나 풀링 층에서는 각 연산을 수행하는 간

격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Fig. 2와 같이 연산간격(stride)

을 1로 하면 1픽셀의 치를 이동하면서 연산을 수행하

고 연산간격을 s로 하면 s픽셀을 이동하면서 연산을 수

행하게 된다. 연산간격이 크면 연산량이 어들고 출력

상의 크기가 어드는 효과가 있어 큰 상을 다룰 때

유리하지만 상의 세 한 특징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

한 연산간격을 설정해야한다.

Fig. 2. 3x3 MaxPooling

       (stride=2, shadow region=pooling center)

합성곱 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합성곱 층, 풀링 층

의 개수와 필터크기, 연산간격, 연결상태를 조합하여 여

러 층을 배치함으로써 한 특징이 추출되도록 한다.

한 이어지는 결합 네트워크에서 분류할 수 있는

라미터의 개수가 되도록 크기를 여나간다.

2.2 전결합 네트워크

결합 층(fully connected layer)은 한 노드의 출력이

다음 층의 모든노드의 입력에 연결된 구조이며, 여러 층

의 결합 층을 사용하여 합성곱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특징을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일반 으로 결합 다층신

경망의 구조를 사용한다. 가 치와 입력을 곱하여 더한

후 활성화함수를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입력노드의

개수가 N이고, i번째 입력노드와 j번째 출력노드를 연결

하는 가 치가 이고, 입력이 , 활성화함수가 f()일

때, j번째 노드의 출력 는 Equ. (4)와 같다.

  
  



 ×  

   

(4)

분류를 목 으로 하는 신경망에서는 분류하려는 범주

의 수가 K라면 최종 출력층에 K개의 노드를 설치하고

활성화함수로 소 트맥스(SoftMax)함수를 사용한다. 소

트맥스 함수는 Equ. (5)와 같이 입력 상이 k번째 범

주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exp 

exp 
(5)

3. 제안한 CNN 층  과 학습데 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CNN은 Fig. 3과 같은 구조이며,

반복되는 4개의합성곱 층과 최 풀링 층, 2개의 결합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

다. 재함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목 이므로 출력층

은 소 트맥스 함수를 사용한다.

입력 상의 해상도가 높으므로 연산간격을 1 는 3

으로 하고풀링 층의 역도 4x4나 3x3을 사용하여 불필

요한 특징들이 걸러지도록 하며, 출력되는 특징맵의 크

기를 여나가 결합 층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한다.

배경과 입력 상의 차이 값을 구할 필요가 없도록 하

고 배경에 있는에지나물체 등의 특징값은차량의분류

에서 제외하기 해 차량이 없는 배경 상을 하나의 출

력 값으로 할당하 다. 주간의 배경과 야간의 배경의 변

화를 반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배

경 상을 사용하 다. 차량 검출을 한 학습 데이터는

차량이 없는 배경 상 10장과 종별 차량 상 100장을 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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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type
The number of
learning data

Correct output
value

background 10 0

car 20 1

small-truck 20 2

large-truck 20 3

small-van,
small-specifically-
equipped truck

20 4

large-van,
large-specifically-
equipped truck

20 5

Table 1. Classification category and learning data

차량의 크기와 재함의 형태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배경을 포함하여 차종과 재함의 종류를 6범주로 분류

하도록 하 고 학습데이터에 이와 같은 상과 함께 올

바른 차종 분류결과를 출력 값으로 설정한다. 학습 후에

차량의 상을 입력하고 출력 층의 소 트 맥스에서 차

종과 재함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 확률을 계산한다.

Fig. 4는 학습에 사용된 배경과 차종에 따른 학습데이터

의 를 보여 다.

(a) (b)

(c) (d)

(e) (f)

Fig. 4. the example of learning data 

       (a) background, output=0 

       (b) car, output=1 

       (c) small truck, output=2 

       (d) large truck, output=3 

       (e) small van, output=4  

       (f) large van, output=5 

4. 실험결과

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설치된 1280*1024의 해상도를

가지는 카메라로부터 화물칸이 보이도록 차량을 에서

바라 본 상을 촬 한다. 상의 특정 지 에 차량이 나

타나면 이때의 상을 장하고 이 상 에서 차량과

계없는 역을 제거하고 1180x612크기의 상을 CNN

Fig. 3. Architecture of proposed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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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을 해배경을포함한 6개범주

로 입력 상을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20장의 학습데이터

를 선택하 으며 각 상의 올바른분류결과에 해당하는

출력값을 정답으로 정의하 다. 지도학습의 형태를 사용

하여 최종출력과 정답을 비교하여 오차를계산하고 역

알고리즘(backpropagation)에 따라 결합 층의 가

치와 합성곱 층의 필터계수를 갱신한다. 학습 결과의 검

증을 해 검증데이터를 생성하고 1회의 학습 후에 검증

데이터에 한 분류결과가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며 학습을 반복한다. 모든 학습데이터에 한 가 치 갱

신과정과 검증데이터에 한 검증과정을 1 에포크

(epoch)라고 하며, 학습과 검증과정을 반복하여 올바를

결과가나오도록100 에포크동안 학습과정을반복하 다.

(a)

Node 0=4.89354e-13
Node 1=7.92998e-08
Node 2=0.999819
Node 3=0.000180649
Node 4=6.57285e-09
Node 5=5.2241e-11

(b)

(c)

Fig. 5. (a) Input Image (b) Output value of softmax

       (c) 6 feature map of Conv1 

학습과정 이후에 필터의 계수와 가 치를 통해 출력

값을 계산한다. 마지막 출력층에 사용된 소 트 맥스 함

수는 학습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노드의 출력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하므로 실제 차량의 상을 입력으로 하여

출력층에서가장 큰값이나오는노드의번호를분류 결

과로 정한다. Fig. 5은 실제 입력 상과 conv1에서의

특징맵을 표시하 고 마지막 층의 소 트맥스 함수에서

각 노드의 출력값을 나타낸다. 노드 2의 출력이 가장 크

게 나오므로 small-truck으로 정한다.

Vehicle type of input
image

The number
of Input
Image

The
number of
correct
output

CorrectCla
ssification
percent(%)

car 255 236 92.5

small-truck 230 216 93.9

large-truck 123 112 91.1

small-van,
small-specifically-
equipped truck

85 78 91.8

large-van,
large-specifically-
equipped truck

150 136 90.7

Total 843 778 92.3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

Table 2는 학습데이터로 학습한 필터와 가 치를 사

용하여 실제 차량 상을 분류한 결과이다. 분류된 결과

에 따라 입력 상을 장하고, 육안으로 정한 실제 차

종과 비교하여 정상 분류된 결과를 구했다. 재불량 검

사에 포함되는 일반 화물차를 분류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승용차, 소형트럭, 형트럭, 소형탑차/특장차, 형탑차/

특장차 등으로 분류하 다. 화물칸의 재물이 보이는

차종과 보이지 않는 특수차량을 구분하도록한 결과이다.

다양한 형태의 차량 상에 용한 결과 형/소형, 일반

화물차/특수화물차를 분류할 수 있었고, 학습데이터와

다른 형태의 차량 상에서도 효율 으로 분류할 수 있었

다. 제안한 합성곱 신경망은 다양한 차종에 해서도

90%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분류오류가 난 상은 야간이나해가 질 때 조도의변

화가 발생하여 검지 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차량

의 치가 지나지게 이동하거나 조명의 향으로 재함

의 화물의 모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인식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딥러닝을이용한 상처리방법인 CNN은 상 처리

분야에서 다른 기계학습 방법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

고 있으며, 차량의 상을 입력으로 하여 재함의 상태

를 분류하기 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합성곱 층과 풀링

층을 여러 층 사용하여 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다층의

결합 층을 사용하여 차종과 재함의 형태를 구분하

다. 학습과정에서 배경 상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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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입력 상과 배경 상의 차 상을 구하지않고 차량

상만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고 화

물칸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었다. 다양한 차종의 학습데

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시키면 분류성능을 개선할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차종의 분류결과는 재불량차량을 단

속하기 한 사 분류에 사용될 수 있으며, 화물의 재

상태를 분류하는 데 사용한다면 재불량차량의 자동분

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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