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인공지능은 지금까지의 발전에 이르기 전, 하드
웨어 성능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분야
다. 자율적으로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복잡한 연산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이
를 받쳐줄 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로 하였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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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시간이 지나며 점차 하드웨어가 발전했으나 이
전과 같은 관심도 부족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
운 알고리즘이나 처리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도중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으로 인공지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1].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대국 전에 약 3천만 개의 
바둑판 상황을 학습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제기
되었던 문제인 다량의 데이터를 수용 및 연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슈를 한 번에 타파하
였다. 하지만, 알파고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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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생활에는 많은 카메라가 활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추억을 위한 사진 촬영을 넘어서 문제 상황을 확
인하기 위하여 감시, 방범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방범은 일반적인 형태로 단순
한 저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추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추가적인 사양을 요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이미지 처리에서 벗어난 객체 감
지 시스템을 수행하는 하나의 하드웨어 또는 서버에서 입력된 여러 개의 이미지 입력 처리하기 위해 
이미지 입력 방법과 객체 감지 이후 처리 프로세스를 추가한다. 방법의 수행은 딥러닝을 수행하는 하드
웨어의 학습과 추론에 모두 활용해 보며 개선된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Many cameras are used in real life, and they are often used for monitoring and crime prevention to check the 
situation of problems beyond just taking pictures for memories. Such surveillance and prevention are generally used 
only for simple storage, and in systems utilizing multiple cameras, utilizing additional features would require additional 
hardware specifications. In this paper, we add image input methods and post-object processing processes to process 
multiple image inputs from one hardware or server that perform object detection systems that deviate from typical 
image proc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is utilized in both learning and reasoning of the hardware 
performing deep learning, and allows improved image processing processes to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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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알파고가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온라

인을 통하여 사용에 동의한 다른 컴퓨터들의 리소
스를 공유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 개의 하드웨어에
서 다수의 입력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나, 단일 서버가 동작하는 시스템 또는, 보
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다수 입
력에 대한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학습 및 처리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미지의 딥러
닝 학습 수행 시의 특징과 결과물 출력에서의 추
가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다수의 입력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Ⅱ. 관련 연구

2.1 딥러닝의 병렬처리

딥러닝의 경우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학습 및 처
리에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인데 
단일 그래픽카드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그래픽카드를 연결하여 한 개의 
모델을 병렬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2,3]. 

그림 1. Multi-GPU 사용 딥러닝 표현 이미지

그림 1는 딥러닝에서 1개의 모델에 대해 병렬처
리를 수행하는 GPU를 표현한 것이다. 같은 1개의 
인공지능 결과를 위한 처리를 수행할 때 분산하여 
속도와 성능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를 다수로 받는 모델이 아니면 단일 
입력 외에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2.2 딥러닝 사용 CCTV 

실제로 딥러닝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
에서는 골목과 도로의 CCTV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3]. 

그림 2. Server의 객체 인식 수행 간략 이미지

그림 2은 카메라를 통해 서버로 입력 데이터를 
전달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과정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서버는 앞서 설명
한 것과 같이 단일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
진 입력만 받을 수 있다. CCTV에서 딥러닝 처리
는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에 필요하지만, 보통의 딥러닝 모델은 단일 입
력에 대해 처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입력을 처리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Ⅲ. 설계 및 수행

보통의 딥러닝 수행 프로세스는 입력 이미지를 
곧바로 결과 출력을 위해 반영시킨다.

그림 3. 제안하는 수행 방법 순서

그림 3은 제안하는 방법인 입력에서 다중이미지
를 받아 단일이미지 크기와 같은 크기로 압축 및 
이어 붙여 변환한 후에 검출된 이미지의 위치를 
줄인 이미지 비율을 반영하여 원본 이미지에 나타
내는 것을 보여준다. 위 방법은 OpenCV에 있는 간
단한 함수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
은 원본 이미지를 입력 이후에 따로 저장해 놓아
야 한다는 것이다. 압축하여 처리한 이후 결과물 
출력에 위치 데이터만 가져와 원본에서 나타낸다. 

그림 4. 제안하는 방법 수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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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방법으로 수행 시 이미지를 이어 
붙인 구간에는 간섭이 있었다. 추후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하여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을 도입해 간섭에
서 생기는 객체를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했다. 기본적인 기능인 객체 인식 자체는 전혀 문
제가 없었으며, 결과물로 나온 객체 위치에 압축된 
비율만 조정하면 원본에 도입될 좌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의 범주로 많이 넘어왔
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아도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중에서 영상을 활용한 기술
들은 다양하며 그 활용도가 높다. 단일 카메라 즉, 
단일 데이터 입력을 통한 사용은 주차 시 번호판
을 확인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이후 보정을 
하는 등의 실사용이 많지만, 다수의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 정확도 및 속도 면에서 부
족하긴 하지만, 현재 범용으로 사용되는 실시간 객
체 추적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다수의 입력을 
단일 하드웨어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CCTV 활용에서 단순 데이터 저장을 위하
여 원본 이미지를 압축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처리
를 위하여 임시 저장 및 추후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특수 상황에서 가
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장의 목적으로는 효율적이
지 않다. 하지만, 연산의 가중을 낮출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일이다. 또한, 딥러
닝 학습에 수행되는 Pooling의 작업에서는 이미 압
축을 하고 있기에 학습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방법도 고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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