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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omotive industry is developing day by day. Among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accidents while
driving.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utomobile industry technology, accidents due to road
defects increase every year, especially in the rainy season. To this end, we proposed a road defect detection system for
road management by converging deep learning and raspberry pi, which show various possibiliti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system that visually displays through a map after analyzing the images captured by the Raspberry Pi and
the route GPS. The deep learning model trained for this system achieved 96% accuracy. Through this system, it is
expected to manage road defects efficiently at a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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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영상을 촬영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중 하나인
YOLOv3[3]로 이를 분석하여 도로 결함을 발견하고 그 위
치 정보를 저장하고 지자체에 전송해 쉽게 도로 결함을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2장에서는 유사한 관련 연구에 관하여 설명하며, 3장에
서는 시스템 구조에 대하여, 4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
및 학습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5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과 분석데이터 열람이 가능한 GUI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
명한다. 6장에서는 도로 결함 탐지 시스템의 탐지 정확도
및 결과에 관하며 설명하며, 마지막 7장에서는 논문의 결
론에 관하여 기술한다.

1. 서 론

1

일상생활에서의 교통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이다. 교
통사고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이중 한 가지가 도로 결
함으로 인한 사고이다. Fig. 1에 따르면 지난 4년간
(2013~2016년)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위 도로 결함은 총
17만 8475건이라고 한다. 월평균 1만 4873건이 발생한다.
특히 장마 기간인 7월에 3만 9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 사고접수현황을 보면 지난 4년(2013~2016년) 동
안 총 465건으로 약 5.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1]. 앞선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도로 위의 도로
결함을 보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에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도로 결함을 보수하고 있지
만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파이[2]를 이용하여
†

Fig. 1. Ratio of accidents due to potholes during traffic
accidents (%) from 2013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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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of pothole detection system.

2. Related Work
본 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인 도로 결함 탐지 및 피드
백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으로는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PA 19122, USA에서 연구한 ROAD CRACK
DETECTION US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다[4]. CNN을 이용하여 도로 결함 탐지로 높
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탐지 부분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실시간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라즈베리 파이로
영상을 촬영하고 위치 정보를 저장하여 지도위에 표식을
남기기 때문에 탐지 부분에 대한 위치 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System Architecture
본 논문의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다. 라즈베리파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촬영한 영상과 차량
의 이동 경로의 GPS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한다.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Picamera[5]를 사용하였다. 이 카메라는 초
당 30프레임의 단위로 촬영할 수 있다. 영상과 GPS 데이
터를 전송하기 위해 python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다른 라
즈베리파이 또한 모듈 설치만 완료한다면 적용할 수 있
다. 둘째로 전송된 영상을 OpenCV[6]를 이용하여 1초당 30
장 프레임단위로 나눈 뒤, YOLO v3 아키텍처로 학습 시킨
모델을 이용해 라즈베리파이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도
로의 결함을 분석한다. 학습을 위해 수집한 4953장의 도

로 결함 이미지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세 번째로,
영상 분석이 완료되면 지도 제작을 위해 python 라이브러
리인 Folium[7]을 이용해 지도상에 도로 결함이 탐지된
GPS 좌표와 탐지된 이미지를 표시한다. 탐지 결과는
HTML 형식 파일로 출력된다. 라즈베리파이로 촬영한 영
상과 위치정보를 전송받고, 전송된 영상을 전처리 분석하
고,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 Data Processing
4.1 Data Crawling
구글 이미지 크롤링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존재한다. Google API[8]를 사용하여 크롤링을 하는
방법과 Python과 웹 테스팅 도구인 Selenium[9]을 사용하여
크롤링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Google API를 사용하면 이
미지 데이터를 100개씩 크롤링 해야 한다. 하지만
Selenium을 이용하면 구글 이미지를 자동으로 스크롤링
하거나 버튼을 클릭 하는 것이 가능하여 본 시스템은
Chrome 브라우저로 Python을 이용한 Selenium을 사용해 구
글 이미지를 크롤링하여 이미지를 수집한다. 도로의 대표
적인 결함인 균열, 노면변형, 노면결함, 기타손상 세가지
중 노면결함에 해당되는 포트홀 이미지 893장을 수집하
였다. 라즈베리 파이를 통한 도로 주행을 통해 도로 결함
이미지 38장을 추가로 수집하여 학습에 추가하였다. Fig. 3
은 수집한 도로 결함 이미지의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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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s of pothole images.

4.2 Data Augmentation

4.3 YOLO Architecture

부족한 이미지 데이터를 증가시키기 위해 딥러닝 라이
브러리인 Keras의 ImageDataGenerator 함수를 사용해 다양
한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데이터 개수를 확장시킨다. Table
1과 같이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원본의 이미지 회전,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일정각도 회전 등을 사용해 원본 이미지
931장을 4953장으로 증가시켰다. 이 외의 제공하는 파라
미터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1. Data augmentation

Original Horizontal

Vertical

Rotation

본 연구에서는 YOLO 알고리즘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network architecture는 GoogleNet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YOLOv3 는 Fig. 4와 같이 75
개의 convolution layer를 사용하며 fully-connected layer를 사용
하지 않아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다룰 수 있다. 또한,
Pooling layer를 사용하지 않고 2 stride convolution layer를 사용
해 Pooling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기능 손실을 방지한다.
클래스 예측은 각각의 label에 대하여 독립적인 logistic
classifier를 사용해 서로 겹치는 label을 가지는 도메인에 대

Shear

Table 2. Keras augmentation parameter description
rotation

Rotate the specified angle arbitrarily
within the range

width_shift

Move image within the specified
horizontal movement range

height_shift

Move image within specified vertical
movement range

shear

Deforms image within the rolling
strength range counterclockwise

zoom
horizontal_flip
vertical_flip

Zoom image within the specified range
Flip in the horizontal direction
Flip in the vertical direction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20권 제1호, 2021

Fig. 4. YOLOv3 network architecture.

딥러닝을 이용한 포트홀 검출 시스템

91

응한다. 기존의 Object Detection 알고리즘인 SSD, Retinanet,
Fast R-CNN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하나의 신경망을 적용하
여 이미지를 일정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가
중치를 부여한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만든다. 본 논문은 YOLOv3를 사용해 도로 결함
을 발견한다.

4.4 Methodology
데이터 학습의 클래스는 도로 결함의 유무를 탐지하기
위해 damage로 분류하였다. 4953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Training set과 Test set으로 80%와 20%로 데이터를 나누었다.
이후 Training set을 나누어 Validation set을 만들었다. 총 4953
장의 이미지 데이터는 Table 3과 같이 Training set, Validation
set, Test set 으로 나누어 각각 60%, 20%, 20%로 구성했다.
Table 3. Statistics of dataset
Training
Training set (60%)

Test
Validation
set (20%)

Test set
(20%)

모델 학습을 위해서 Table 4와 같은 여섯 가지
hyperparameter를 설정하여 학습시킨다.
Table 4. Hyperparameter used for training
Parameter

Value

Learning rate

0.001

Batch size

32

Loss function

Cross entropy

Optimizer

Momentum 0.9

Subdivision

8

Height, Width

416(13*32), 416(13*32)

데이터 학습이 시작되면 학습 과정에서 loss 값이 출력
된다. 학습 중 validation loss를 지켜보면서 더는 손실이 줄
지 않는 경구에 학습을 중지시킨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Fig. 5와 같은 Early stopping 함수이다. 학습을 조기 종료 시
키기 위해선 Validation set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중
Validation set을 사용해 스스로 평가하면서 validation loss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판단하여 오버피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였다.

Fig. 5. Early stopping point.

5. GUI Platform
라즈베리 파이로 촬영한 영상은 PC로 전송된 뒤에 전
처리와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Fig. 6과 같은 GUI 플랫폼을 PyQt[11] 를 이용해서 제작했
다.
PyQt는 GUI 개발용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Qt의
Python 언어용 플러그인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GPU 연산
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는 Windows와 Linux 양쪽
환경에서 모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PyQt를 이용
하여 GUI 플랫폼을 제작했다. GUI 플랫폼에서는 영상 분
할, 영상 분석, 지도에 매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영상
분할 기능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촬영한 영상을 OpenCV
를 이용해 PC에서 동영상을 초당 30개의 정지된 이미지
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영상 분석 기능은 전처
리된 영상에서 이상이 있는 이미지를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와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상이 탐지된 위치 정
보를 표시하는 지도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다. 영상 분석 기능을 수행하면 가장 먼저 전처리된 영상

Fig. 6. GUI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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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ctual detection results.
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이상이 탐지된 영상을 찾아낸다.
영상 분석에는 Darknet YOLOv3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이
이용된다. 30프레임 단위로 분할된 이미지들이 순차적으
로 입력되며 이상이 탐지될 경우 탐지된 이미지의 정보
를 기록한다.
영상 분석이 완료되면 지도 데이터 작성을 시작한다.
Folium을 이용해 탐지된 영상의 시간 정보와 GPS 정보를
매칭 하여 이상이 탐지된 위치 위에 마커를 작성한다. 마
커에는 탐지된 영상과 GPS 좌표 정보가 담겨있어 지도
위에서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복적으
로 지도위에 마커가 처리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0프
레임 즉 2초의 오차를 두어 첫 번째 이미지가 탐지된 이
후 60개의 이미지 중 탐지가 되어도 마커를 생성하지 않
도록 하였다. 지도 데이터 생성이 완료되면 해당 코드 파
일 위치에 HTML 파일로 저장된다.

6. Results

도로 결함을 탐지하고 도로 보수를 하는 지자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구글 이미지와 직접 주행 중 도로를 촬영하
며 얻은 도로 결함 이미지 데이터 셋을 통해 도로 결함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는 YOLO v3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96%의 정확
도로 도로의 결함을 탐지하고 지도에 GPS 좌표와 탐지된
영상을 표시하여 결함이 발견된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도로
결함을 탐지하여 기존 시행되던 시스템보다 노동력을 절
감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본 시스템은 도로 결함 중 포트홀을 대상을 진행
하였다. 현재는 pothole에 대한 탐지만 가능하다. 향후에는
도로 결함 중 크랙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학습하고 탐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라즈베리 파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주행 영상을 촬영 후 PC에서 분할
후 탐지를 하여 지도위에 마커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진행
하였다. 향후에는 영상을 PC로 옮기는 것이 아닌 탐지 보
드 자체에서 탐지하여 지도위에 마커를 표시할 수 있는
실시간 탐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위의 2가지 향후 계획을
통해 본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는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된 도로
결함 탐지 모델을 이용하여 라즈베리파이로 촬영된 도로
의 결함을 판단하여 Folium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지도위
에 마커를 표시해 GPS 좌표와 탐지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탐지 결과는 Fig. 7과 같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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