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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eep learning model based on multi-scale dilated convolution feature fusion 

for the segmentation of black ice region in road image to send black ice warning to drivers in real time. 

In the proposed multi-scale dilated convolution feature fusion network, different dilated ratio convolutions 

are connected in parallel in the encoder blocks, and different dilated ratios are used in different resolution 

feature maps, and multi-layer feature information are fused together. The multi-scale dilated convolution 

feature fusion improves the performance by diversifying and expending the receptive field of the network 

and by preserving detailed space information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ated convolution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network model was gradually improved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dilated convolution branch. The mIoU value of the proposed method is 96.46%, which was higher than the 

existing networks such as U-Net, FCN, PSPNet, ENet, LinkNet. The parameter was 1,858K, which was 6 

times smaller than the existing LinkNet model.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of Jetson Nano, the FPS of 

the proposed method was 3.63, which can realize segmentation of black ice field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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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한테 실시간으로 블랙 아이스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도로 영상에서 블랙 아이

스 영역 분할을 위한 다중 척도 팽창 컨볼루션 특징 융합에 기반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다중 

척도 팽창 컨볼루션 특징 융합 네트워크는 인코더 블록에 서로 다른 팽창 비율 컨볼루션을 병렬로 추가하고, 

서로 다른 해상도 특징 맵에서 서로 다른 팽창 비율을 설정하고, 다중 단계 특징 정보가 함께 융합된다. 

다중 척도 팽창 컨볼루션 특징 융합은 수용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공간의 세부 정보를 잘 보존하고 팽창 

컨볼루션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시킨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 제안한 

네트워크 모델은 병렬 평창 컨볼루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의 mIoU 값은 96.46%로 U-Net, FCN, PSPNet, ENet, LinkNet 등 기존 네트워크보다 높았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1,858K개로, 기존 LinkNet모델보다 6배로 축소하였다. Jetson Nano에서 실험 결과 보면, 제

안한 방법의 FPS는 3.63로 실시간으로 블랙 아이스 영역을 실시간으로 분할 할 수 있었다. 

▸주제어: 블랙 아이스, 이미지 분할, 팽창 컨볼루션, 수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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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1년의 교통사고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 선진국과 차이가 여

전히 존재하며, 연간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현

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1]. 

교통 안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인위적인 요인, 차량 자체의 문제, 도로 상황, 

기후 환경 등이다. 이 중 기후 환경으로 인한 도로상황 변

화는 제 때 파악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면 온도가 0℃ 이하일 때 노면의 고인 

물이나 습한 공기가 노면 표면에서 얇은 얼음 층으로 엉키

는데, 이 얇은 얼음 층이 도로의 거친 표면 틈새에 메워져 

아스팔트 등 어두운 노면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2].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블랙 아이스는 젖은 노면과 시각적으로 접근하여 

사람 육안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으며, 제 때 감지되지 않

으면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Fig. 1. Black Ice Road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

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5.6도로 제일 

낮은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3]. 도로교통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시속 100㎞로 주

행했을 때 제동 거리는 203.9m였다. 도로가 마른 상태였

을 때의 41.9m 보다 최대 5배까지 길어진 것이고 도로가 

축축한 상태였을 때의 83.8m보다 최대 2.5배까지 길어진 

것이다[4]. 블랙 아이스로 덮인 노면은 젖은 노면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경우 제동거리가 120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 경보장치 없이 운전자가 블랙 아

이스 노면을 젖은 노면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교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200건으로 눈길 교통사고 2,884건의 1.8배

에 달했다. 이 중에서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170

명으로 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46명의 3.7배에 달했

다. 또한 사망률을 비교하면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치사율

은 3.3%로 눈 교통사고의 1.6배에 달했다[5]. 눈은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만 블랙 아이스는 

잘 보이지 않아 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

어지기가 쉽다. 특히 겨울철 급격한 기온 강하는 밤늦게 

발생하며, 많은 블랙 아이스 현상은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

에 인력에 의존해 24시간에 노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측할 수 없다. 그리고 빙판길의 불균일성 때문에 제빙 

작업을 광범위로 하면 인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행도로에서 블랙 아이스 영역을 정확히 식별

할 수 있는 노면 탐지 장치가 필요하며 블랙 아이스 발생

시 운전자에게 블랙 아이스 경고를 미리 보내 운전자가 미

리 제동을 걸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

출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카메라 및 영상 분석 기술은 도로 조건 판

단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6]. 신경망을 이용해 도로 결

빙 상태를 분석하는 검사 정밀도는 80~90%,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을 구분은 45%~70%에 이른다[7]. 영상을 이용

해서 도로 블랙 아이스 감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Qi Li은 OpenCV+Python 기반 도로 결빙 감지 시스템

을 설계해 에지 검출과 이진 형태학을 결합한 뒤 적응형 

웨이브 알고리즘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뒤 노면 이미지의 

특징 값을 SVM 분류기를 통해 건조, 고인 물, 적설, 결빙

의 네 가지 노면 이미지를 인식했고 평균 분류 정확도는 

80.4%였다[8].

Youngis E. Abdalla는 3차원 깊이 이미지 센서인 

Kinect를 이용한 블랙 아이스 감지 시스템을 제안했다[9]. 

제안된 시스템은 카메라로부터 82cm에서 1.52m 거리에

서 나무, 유리, 세라믹, 플라스틱, 콘크리트의 5가지 재료

에 부드러운 얼음, 젖은 눈, 딱딱한 얼음, 블랙 아이스, 글

레이즈의 4가지 유형의 분류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실험결

과 인식정확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였으며 도로에 

대한 결빙 검지는 실시하지 않았다.

딥러닝 기술이 널리 적용됨에 따라 Hojun Lee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블랙 아이스 검출 데이터셋을 만들고 

CNN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마른 노면, 젖은 노면, 눈길, 

블랙 아이스 노면의 네 가지 노면을 분류했으며, 블랙아이

스 인식률은 96%에 달했지만 블랙 아이스 영역을 분할하

지 않았다[10].

영상에 기반한 블랙 아이스 감지 기술은 강력한 기능과 

직관적인 이미지, 소프트웨어 제어로 업그레이드가 용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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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와 수리 시 노면 파괴나 차선 폐쇄 

없이 다양한 요구에 따라 위치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기반한 블랙 아

이스 검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

로 감시 카메라는 가시광선 RGB 이미지를 획득하는 일반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범위가 

0.43~0.79μm로 빛의 조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블랙 아이스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열화상 카메라

는 온도가 절대 영도보다 높은 모든 물질에서 나오는 열복

사로 열화상을 만들어내 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1]. 열화상 영상은 목표 인식과 검출 분야에

서 대체 불가한 역할을 하며 보안 감시, 원격 탐지 영상, 

국방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채용하여 블랙 아이스 영역에 대한 실시

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블랙 아이스 영역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은 주행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거리에서 블랙 아이스 

영역의 위치와 면적의 크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동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블랙 아이스 영역 검지에 방법은 다음과 같이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1) 블랙 아이스 검출의 정확도가 낮아 블랙 아이스 상태

와 젖은 상태를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고 오판단을 하

기 쉽다.

2) 블랙 아이스의 심각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

며 블랙아이스의 유무만을 간단히 판단할 뿐 블랙 아

이스 지역의 면적을 계량화하지 않다.

3) 블랙 아이스 검출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카

메라를 일반카메라로 채택하고 있으며, 어두운 밤이

나 극한의 날씨에 대해서는 영상 화질이 떨어지며, 

검출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임베디드 에

지 장치에서 블랙 아이스 영역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

할하는 것을 주요 문제로 삼고,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데

이터셋을 구축하며,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여 작은 크기의 

블랙 아이스 분할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 다음에 Jetson 

Nano 보드에서 블랙 아이스 분할 네트워크를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이미지 수집하여 블랙 아이스 영역 분할해서 

블랙 아이스 등급 경고 신호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ﾠ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그림 2와 같이 블랙 

아이스 영역 분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오프라인 모듈

과 그림 3과 같이 실시간 블랙 아이스 영역 분할 온라인 

모듈이 포함된다.

Fig. 2. The Module of Black Ice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Training

Fig. 3. The Module of Black Ice Semantic Segmentation 

and Warning 

II. Related Work

2.1 Image segmentation with convolution network

이미지 분할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

인 문제로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할 알고리즘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Long은 

이미지 분할을 위한 딥러닝 모델로 컨볼루션 레이어만으로 

구성된 FCN(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제안하였다[12]. FCN은 기존에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던 컨

볼루션 레이어와 완전히 연결된 레이어로 구성된 딥러닝 모

델에서 완전히 연결된 레이어를 제거하고, 업샘플링 작업을 

통해 이미지 분할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FCN은 풀링 레이

어를 거치면서 이미지 해상도가 계속 줄어들어 이미지 정보

가 많이 손실되고 업샘플링 레이어를 거치면서 원래 크기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컨텍스트 정보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아 FCN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할할 때 에지의 분

할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 모델은 PASCALVOC 2012 데이

터셋[13]에서 분할 정확도가 62.2%에 달했다.

Olaf Ronneberger는 의학적 이미지 분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U-Net 모델을 제시하였다[14]. U-Net는 전형적인 

이미지 분할을 위한 인코더-디코더 구조이다. U-Net 네트

워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완전 대칭 구조라는 것이며, 

전체 네트워크 구조는 대문자 U자 형태이므로 U-Net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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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U-Net에서는 인코더를 이용하여 저차원부터 고차원

까지의 피라미드형 특징 맵을 생성하고, 디코더를 이용하여 

특징 피라미드 대응 계층의 특징 맵을 생성하며, 다운 샘플

링에 의해 얻어지는 저해상도의 특징 맵과 업샘플링에 의해 

생성되는 특징 피라미드 대응 계층의 특징 맵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컨텍스트 정보의 손실을 줄여 분할 성

능을 향상시켰다. 이 모델은 PASCALVOC 2012 데이터셋

에서 분할 정확도가 72.5%에 달했다.

Zhao는 PSPNet(Pyramid Scene Parsing Network)을 

제안하였다[15]. 이 모델은 사전 훈련된 ResNet[16]과 팽

창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여 원래 

이미지 1/8 크기의 특징 맵을 획득한 다음에 병렬로 연결

된 4개의 풀링 레이어를 통하여 크기가 다른 4개 출력 특징 

맵을 획득하며, 이 4개 특징 맵을 업샘플링을 통해서 원래 

이미지 크기로 공간 정보를 복원하고 마지막으로 특징 맵

을 연결해서 컨볼루션을 통해 이미지 분할을 수행하였다. 

이 모델은 공간 피라미드 풀링 모듈과 직렬 모델 등을 통해 

이미지의 척도별, 위치별 특징 정보를 포착하여 융합하고 

분할 결과를 점차 미세화하여 큰 계산량과 높은 메모리 점

유 등의 문제를 최적화하였다. 이 모델은 PASCALVOC 

2012 데이터셋에서 85.4% 정확도를 보였다.

Chen은 DeepLabV3+ 모델을 제안하였다[17]. 

DeepLabV3+는 Xception[18]을 기반으로 하여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팽창 컨볼루션[19]을 통해 수

용 영역을 확장시키고, ASPP(Atrous Spatial Pyramid 

Pooling)[17]을 통해 다중 척도 특징 융합을 통하여 이미

지 컨텍스트 정보를 포착함으로써 분할 결과를 점진적으

로 미세화하고, CRF(Conditional Random Field)이라는 

후 처리 방법을 도입해서 이미지 지역 정보를 복원하여 분

할 결과를 최적화하였다. 이 모델은 PASCALVOC 2012 

데이터셋에서 89.0%의 분할 정확도를 보였다.

FCN, U-Net, PSPNet, DeeplabV3+는 좋은 분할 결과

를 얻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훈련에서 파라미터 가중치, 

계산량 과다 등의 문제가 있어 실시간 분할 처리가 어렵

다.  보다 빠른 모델로 Adam Paszke는 인코더-디코더 구

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신경망 ENet을 제안하였다[20]. 

이 모델은 ResNet을 참조하여 병목 모듈을 제안하였으며, 

병목 모듈을 이용하여 팽창률에 따른 팽창 컨볼루션을 직

렬로 실행해서 모델의 오버샘플링에 따른 특징 맵 해상도 

저하 문제를 완화하였다. ENet은 분할 작업을 수행할 때 

필터 분해 정책을 사용하여 작은 크기의 랭크 근사화를 사

용하여 컨볼루션 작업을 보다 간단한 작업으로 분해하여 

분할 정밀도를 보장하면서 계산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실

시간 이미지 분할 네트워크이다.

Chaurasia는 LinkNet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하

였다[21]. LinkNet은 ResNet의 잔차 모듈을 통해 네트워

크 특징 추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역방향 전파 가

능 네트워크의 얕은 부분으로 쉽게 전파되도록 하여 네트

워크의 최적화를 보다 간단하게 하고, 네트워크 메모리의 

소모를 줄임으로써 네트워크의 계산 효율을 높이고, 실시

간으로 이미지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 네트워크 모델들이 PASCALVOC 2012와 

CityScapes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분할 정확도 비교 결과

는 다음 표1과 같다.

Model Dataset mIoU

FCN PASCALVOC 2012 62.2%

U-Net PASCALVOC 2012 72.5%

PSPNet PASCALVOC 2012 85.4%

DeepLabV3+ PASCALVOC 2012 89.0%

ENet CityScapes 58.3%

LinkNet CityScapes 76.4%

Table 1. Experimental Comparison of Segmentation 

Accuracy for Classical Network Models

III. The Proposed Method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두 부분으로 나뉘며, 그림 4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인코더는 3단계의 인코더 블록으로 구성되고 디코더

는 4단계의 디코더 블록으로 구성된다. 모델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하여 인코더 블록 앞 단계에는 2개의 컨볼루션 레

이어를 통하여 해상도를 4분의 1로 줄이고 디코더를 통과

한 다음에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하여 원래 영상 크기로 

복원한다. 인코더 블록에서 수용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

로 특징 맵 정보를 증가시키고, 다중 척도 팽창 컨볼루션

을 병렬로 연결해서 특징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열화 도로 

영상의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디코더 블록에서는 업샘플

링 대신에 전치된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이미지 크기 및 세

부 특징 정보를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 컨볼루션 

레이어는 Relu 레이어를 통해 활성화된 후 배치 정규화로 

균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나 있는 

conv[(3x3), (3, 32), /2] 또는 conv[(3x3), (32, 3), *2]에

서 conv는 컨볼루션을 나타내고, 첫 번째 값 (3x3)은 컨볼

루션 커널 크기가 3x3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값 

(3, 32)와 (32, 3)에서 첫 번째 값은 입력 채널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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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 번째 값은 출력 채널수를 나타낸다. 세 번째 값에서 

/2는 stride이 2인 다운샘플링을 나타내고, *2는 2배인 업

샘플링을 나타낸다.

Fig. 4. The Proposed Network Architecture

3.1 Encoder

입력 영상의 크기는 576x768인데 먼저 출력 특징 채널

이 각각 32와 48이고 2픽셀씩 건너뛰면서 수행하는 3*3 

컨볼루션 2개 레이어를 통해 이미지의 크기를 144*192로 

줄인다. 

인코더 블록에서는 그림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팽

창 컨볼루션을 사용한다. 팽창 컨볼루션은 컨볼루션에 사

용되는 픽셀을 그림 5에서 색칠된 픽셀과 같이 팽창 비율

에 따라 건너뛰면서 선택함으로써 표준 컨볼루션 연산에 

비해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더 큰 수용 영역을 

얻을 수 있으며, 팽창 컨볼루션에 의한 특징 맵은 입력 이

미지 크기와 같을 수 있지만 출력 뉴런마다 더 큰 수용 영

역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의 인코딩이 가

능하다.

a) dr = 1 b) dr = 2 c) dr = 3

Fig. 5. Dilated Convolution

그림 5에서 dr은 팽창 비율을 나타내는데 공식 (1)에 따

라   인 팽창 컨볼루션의 수용 영역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           식(1)

그림 5(a)는 팽창 비율이 1인 경우로 표준 컨볼루션이

다. 그림 5(b)는 팽창 비율이 2인 팽창 컨볼루션으로 수용 

영역의 크기는 F2=5*5이다. 그림 5(c)는 팽창 비율이 3인 

팽창 컨볼루션이며, 수용 영역 크기는 F3=7*7이다. 팽창 

컨볼루션의 목적은 특징 맵을 축소시키지 않고서도 똑같

이 수용 영역을 확장시켜서 컨볼루션된 출력이 더 넓은 범

위의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팽창 컨볼루션은 특징 맵 해상도와 수용 영역 사이의 상

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팽창 컨볼루션을 통해 출력

된 특징 맵에서는 모든 뉴런이 동일한 수용 영역을 가지

며, 의미 마스크 생성 과정이 단일 척도 특징만을 이용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중 척도 정보는 경계가 모

호한 상황을 해결하고 보다 강건한 추출 결과를 낳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열화상 이미지는 가시광선 이미지

에 비해 경계가 희미하고 명암대비가 약한 특징이 있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 서로 다른 팽창 비율을 가진 여러 개의 

팽창 컨볼루션 레이어를 병렬로 연결하여 다중 척도 정보

를 포착한다. 또한 인코더 블록의 단계별로 특징 맵의 크

기가 작아질 때 팽창 비율도 함께 작아지게 하여 적절한 

수용 영역이 유지되도록 한다. 

그림 6에 인코더 블록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하나의 인

코더 블록은 여러 개의 컨볼루션 경로가 병렬로 연결된 구

조이며 각 경로의 결과 특징 맵은 직렬로 연결되어 출력된

다. 각각의 경로는 ResNet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경로

마다 팽창 비율이 다른 팽창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제안된 인코더 블록은 서로 다른 팽창 비율의 팽창 컨볼

루션 레이어를 병렬로 결합하여 더 큰 수용 영역에서 더 

많은 척도 특징을 발생시킨다. 일련의 특징 연결을 통해 

각 중간 특징 맵의 뉴런은 여러 척도로부터 의미 정보를 

인코딩하고, 다른 중간 특징 맵은 다른 수용 영역으로부터 

다중 척도 정보를 인코딩한다. 일련의 팽창 컨볼루션을 통

해 퇴화 문제없이 뒤에 있는 레이어의 뉴런에 비해 점점 

더 큰 수용 영역을 얻을 수 있다.

큰 수용 영역의 컨볼루션은 큰 목표의 세부정보를 추출

할 수 있으며, 작은 수용 영역의 컨볼루션은 작은 목표에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인코더 블

록을 통하여 최종 출력되는 특징 맵은 넓은 범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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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작은 범위의 인접 영역에 대한 

의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제안된 인코더 블록에서는 병렬 팽창 컨볼루션을 사용

하여 특징을 직렬 연결하므로 병렬 레이어 수가 많으면 특

징 맵의 차원이 너무 크고 연산 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

생하므로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는 계산 량을 줄이기 위해 

각 인코더 블록 시작 부분에 채널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다.

제안된 인코더 블록의 각 경로에서 컨볼루션 커널 크기

는 모두 3이며, 첫 번째 컨볼루션은 2 픽셀씩 건너뛰는 컨

볼루션으로써 특징 맵의 크기를 줄이고 마지막 컨볼루션

은 팽창 컨볼루션이다.

Encoder_block1의 경우 입력 크기는 144x192, 입력 

채널은 48이고, 이때 여러 개의 병렬 팽창 컨볼루션의 팽

창 비율은 각각 5, 9, 13, 17, 21과 같이 팽창 비율 간격은 

4이고, 출력 채널은 64이다. Encoder_block2의 경우 입

력 크기를 72x96이고 팽창 컨볼루션의 팽창 비율이 각각 

3, 5, 7, 9, 11과 같이 팽창 비율 간격은 2이고, 출력 채널l

은 80이다. Encoder_block3의 경우 입력 크기가 36x48

이고 팽창 컨볼루션의 팽창 비율이 각각 2, 3, 4, 5, 6과 

같이 각 팽창 비율 간격은 1이고, 출력 채널은 96이다. 각 

인코더 블록의 출력은 다음 블록의 입력으로 연결되며 마

지막으로 디코더 블록에 연결된다.

Fig. 6. Encoder-block（j）

3.2 Decoder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트워크의 디코더 부분은 전치된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특징 맵의 해상도를 36x48에서 

576x768로 복원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디코더 블록

의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먼저, 1x1의 커널을 사용하여 

채널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3x3 크기의 전치된 컨

볼루션을 이용하여 특징 맵의 크기를 키우고 마지막에 다

시 1x1 컨볼루션을 실행하여 채널 크기를 키운다. 여기서, 

m은 입력 특징 맵의 채널 크기를 나타내고, n은 출력 특

징 맵의 채널 크기를 나타낸다. 디코더 블록에서 m과 n의 

값은 표 2과 같다.

Fig. 7. Decoder_block(j)

Decoder Blocks m n

Decoder Block4 96 80

Decoder Block3 80 64

Decoder Block2 64 48

Decoder Block1 48 32

Table 2. Channel sizes of Input and output feature 

maps of Decoder Block 

IV. Experiment

4.1 Infrared Road Black Ice Dataset

논문 [22]에서 만든 블랙 아이스 생성 시뮬레이션 실험을 

이용하여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

다.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은 그림 8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블랙 아이스 영상을 얻기 위해서 그림 9와 같이 두

께 5cm, 가로 세로 1미터 크기의 아스팔트 도로와 시멘트 

도로 총 9개를 만든 다음에 냉동 시설에 설치하고 물을 뿌

린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블랙 아이스 영상을 

생성하였다. 물을 뿌릴 때는 면적과 위치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9개 케이스를 만들었다. TPV-IAHDR 열화상 카메라

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블랙 아이스가 생성되는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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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200ms마다 프레임을 

샘플링함으로써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이미지를 생성하였

다. 논문 [22]에서 구축된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영상을 추

가해서 최종적으로 10 가지 경우에 대하여 블랙 아이스 도

로 이미지를 총1,156장 생성하였다. 생성된 이미지는 6:2:2

의 비율에 따라 훈련 데이터 세트,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 나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축된 열화 도

로 블랙 아이스 데이터 세트는 표 3와 같다.

b) Temperature Control Box

a) Video Saving Screen      c) Capturing Scene  .......

Fig. 8. The Environment of Taking Images of Infrared Road 

Black Ice Experiment

Fig. 9. The Samples of Asphalt Road(Left) and 

Cement Road(Right)

Type Black Ice Road

Train 697

Val 229

Test 229

Total 1156

Table 3. The Number of Infrared Black Ice Road Image

본 논문에서 구축한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이미지 데이

터 세트의 예는 그림 10과 같다. 

Fig. 10. Examples of Infrared Road Black Ice Image 

in Different Cases

4.2 Experiments Environment

본 논문의 실험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에서 진행하였다. 

딥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한 운영체제는 Ubuntu18.04LTS

이고, GPU는 11GB의 메모리가 장착된 NVIDIA GeForce 

RTX2080ti이고 사용한 딥러닝 프레임 워크는 Keras 및 

TensorFlow이다.

4.3 Evaluation metrics

본 논문에서는 분할된 결과와 실제 값의 양자의 교집합

과 병합의 비율로 정의되는 mIoU(Mean Intersection 

Over Union) 지표를 사용하여 블랙 아이스 영역 검출 정

확도를 판단하였으며, 그 계산 공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식(2)

여기서 N은 이미지 픽셀의 부류 수를 나타내며 Ti는 부

류 i의 픽셀 총수이고,  Xii은 실제 부류가 i이고 예측된 부

류가 i인 픽셀 수를 나타내며, Xji는 실제 부류가 i이고, 예

측된 부류가 j인  픽셀 수를 나타낸다. mIoU는 간단하고 

대표성이 강하여 대부분의 이미지 분할에서 mIoU로 네트

워크의 분할 결과를 평가한다. 

4.4 Experimental Results and Analysis

실험에서 배치 크기는 8로, epoch는 100으로 설정하였

다. 학습 과정에서 손실함수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사용

하였으며, 최적화기로는 Adam 최적화기를 사용하였다.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에서는 매개 변수 초기화와 데이터 

선택 등에서 무작위 선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마

다 네트워크 매개 변수가 달라지고 네트워크 성능도 약간

씩은 달라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0번 학습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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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반복하고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

정적인 결과 값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에는 본 논문에 제안된 네트워크와 일반적인 이미지 

분할 네트워크의 블랙 아이스 영역 분할 결과가 나타나 있다.

Model Parameters(KB) mIoU

U-Net 31,055 70.15%

FCN8 65,810 89.09%

PSPNet101 134,325 85.85%

ENet 371 94.85%

LinkNet 11,555 95.39%

BINet_P2 492 95.93%

BINet_P3 687 96.16%

BINet_P4 882 96.35%

BINet_P5 1,077 96.39%

BINet_P6 1,273 96.40%

BINet_P7 1,468 96.43%

BINet_P8 1,663 96.44%

BINet_P9 1,858 96.46%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for Black Ice Dataset

표 4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는BINet_Pi

로 표시한다. 여기서, Pi는 인코더 블록에서 컨볼루션들이 

병렬로 수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i는 병렬 경로의 수를 

나타낸다. Encoder_block1, Encoder_block2, 

Encoder_block3에서 평창 비율의 간격은 각각 4, 2, 1이

다. 따라서 BINet_P9에서는 병렬 경로가 9개이고 각 경로

에서의 팽창 비율은 Encoder_block1에서는 1, 5, 9, 13, 

17, 21, 25, 29, 33이고 Encoder_block2에서는 1, 3, 5, 

7, 9, 11, 13, 15, 17이고 Encoder_block3에서는 1, 2, 

3, 4, 5, 6, 7, 8, 9이다. 

Table 4의 블랙 아이스 영역 분할 결과를 보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블랙 아이스 영역 분

할 mIoU 값이 U-Net, FCN, PSPNet, ENet, LinkNet 등 

기존의 영상 분할 모델 비하여 모두 향상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인코더 블록에서 병렬 컨볼루션의 수가 증가하여 

수용 영역이 다양화될수록 mIoU 값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9개의 병렬 컨볼루션을 사용한 BINet_P9 네트

워크의 mIoU 값이 96.46%로 최고 성능을 보였다. 네트워

크의 파라미터 크기를 보면, BINet_P2는 492K에 불과하

며, LinkNet의 11,555K보다 23배로 축소할 뿐 아니라 

mIoU 값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파라미터 

크기가 1,858K인 BINnet_P9는 LinkNet 비하여 파라미터

량도 6배로 축소하였고, mIoU 값이 1.07% 향상되었다. 

4.5 Black Ice Segmentation on Jetson Nano in 

Real-time

본 논문에서 채용한 임베디드 장치는 크기가 작고 성능

이 좋은 Jetson Nano 4GB이다. 이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Ubuntu18.04이며, 사용 소프트웨어는 Tensorflow2.5, 

Python3.6, CUDA10.2 그리고 TensorRT8.0이다. 

RTX2080ti GPU를 사용하여 훈련된 모델은 크기가 너무 

커서 Jetson Nano와 같은 소규모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환 도구를 이

용하여 TensorRT 모델로 변환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환된 모델을 Jetson Nano에 

설치하여 실시간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영역을 분할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 이 중 FCN8은 네트워크 모델이 너무 

커서 TensorRT 모델로 변환할 수 없었다. 표 5에서 FPS

는 초당 분할할 수 있는 영상의 총 수를 나타낸다.

Model FPS

U-Net 0.24

PSPNet101 0.14

ENet 1.95

LinkNet 3.72

BINet_P2 5.53

BINet_P3 5.26

BINet_P4 4.98

BINet_P5 4.64

BINet_P6 4.35

BINet_P7 4.10

BINet_P8 3.84

BINet_P9 3.63

Table 5. Experimental Results on Jetson Nano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네트워크 모델의 분할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중 U-Net, PSPNet는 모델이 크고 

계산 량이 많기 때문에 분할 속도가 높지 않고, FPS의 값

이 모두 1이하로 실시간으로 블랙 아이스 영역 분할을 만

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Net와 LinkNet의 

FPS는 각각 1.95, 3.72로 실시간으로 블랙 아이스 영역을 

분할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중 척

도 팽창 컨볼루션을 병렬로 연결해서 특징 융합한 네트워

크는 모델 파라미터가 작기 때문에 분할 속도가 빨랐다. 

BINet_P9의 FPS가 3.63으로 LinkNet보다 약간 낮은 것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의 FPS가 LinkNet보다 높다

는 것을 보았다. 이 중 BINet_P2는 분할 속도가 5.53 FPS

로 가장 빨랐고 나머지 네트워크는 팽창 컨볼루션 병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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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면서 계산 량이 커져 분할 속도가 느려지고 FPS 

값이 작아졌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중 척도 팽창 컨볼루션 특징 융합 

네트워크는 인코더 블록에 서로 다른 팽창 비율 컨볼루션을 

병렬로 추가함으로써 수용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다층 특

징 정보를 융합하여 공간의 세부 정보를 보존하고, 서로 다

른 해상도 특징 맵에서 서로 다른 팽창 비율을 설정하는 방

식을 사용하여 팽창 컨볼루션의 유효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팽창 컨볼루션 병렬 연결에 따라 네트워크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코더 블록 시작부에 입력 

채널 크기를 먼저 2분의1로 축소한 다음에 컨볼루션 작업

을 진행하였다. 다운샘플링으로 인한 열화 도로 이미지의 

공간 세부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코더에서 전치

된 컨볼루션 및 인코더의 특징 맵과의 연결을 통하여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이미지를 블랙 아이스 영역의 정확한 분

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모델과 고전적인 모델은 구

축된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데이터 세트에서 평가 비교하

고,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는 병렬 

팽창 컨볼루션의 수가 증가하여 수용 영역이 다양화될수록 

mIoU 값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9개의 병렬 팽

창 컨볼루션을 사용한 BINet_P9 네트워크가 mIoU 값이 

96.46%로 가장 높았다. 기존의 영상 분할 모델인 U-Net, 

FCN, PSPNet, ENet, LinkNet을 열화 도로 블랙 아이스 영

상에 대해 학습한 모델에 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크기도 작고 성능도 우수하였으며, Jetson Nano 시스템에

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블랙 아이스 영역을 분할 속

도도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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