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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차량간 사고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근처에서의 인명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횡단보도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VIDIA Jetson Nano급의 엣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하고 속도를 

추정함으로써 횡단보도 주위 안전 상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딥러닝 기반 차량 위치 인식을 통하여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을 학습시켜 차량 속도에 따른 위험 정도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

행 영상을 이용한 실험 및 웹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has also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penetration rate of cars in Korea. 
In particular, not only inter-vehicle accidents but also human accidents near crosswalks are increasing, so that more 
attention to traffic safety around crosswalks are requi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for predicting the safety 
level around the crosswalk by recognizing an approaching vehicle and estimating the speed of the vehicle using NVIDIA 
Jetson Nano-class edge devices. To this end, various machine learning models are trained with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deep learning-based vehicle detection to predict the degree of risk according to the speed of an approaching vehicle. 
Finally, based on experiments using actual driving images and web simulation, the performance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are validated.

키워드 : 딥러닝, 차량 인식, 속도 추정, 횡단보도

Keywords : Deep learning, vehicle detection, speed estimation, crosswalk

Received 10 February 2020, Revised 14 February 2020, Accepted 28 February 2020
* Corresponding Author Jin-woo Jeong (E-mail:jinw.jeong@kumoh.ac.kr, Tel:+82-54-478-7535)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39177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4.467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4: 467-473, Apr. 2020

468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별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특히, 차량간 사고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 또한 증가

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요구되

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2015
년 전체 보행자 사고로 인한 입원 환자는 285,735명으

로서 전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15.4%에 해당하며, 연
간 57,147명, 일간 157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환

자로 파악되었다 [1]. 특히 보행자 사고율 중 14세 이하 

아동은 37.4%, 65세 이상은 60.6%로 아동과 노인의 사

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

는 장소는 횡단보도 (67.2%)와 일반 보도 (7.9%)인 것으

로 나타났다 [1]. 또한, 스마트폰만 내려다보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걷는 보행자인 일명 스몸비족들의 교통사

고가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약 61.7%를 차지했다 [2]. 스
마트폰 이용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는 일반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와는 달리 10대와 20대가 많

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횡단보도 주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적

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 예방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

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고성능 CCTV 감시 카메

라의 영상 및 로그로부터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3-7]들은 횡단보도 혹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들의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도로교통상황이나 안전상태

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안하였으나 고비용의 

CCTV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저비용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 가능한 영상

으로부터 횡단보도 주위 안전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다

양한 기술들 또한 제시된 바 있다. 카메라 영상을 바탕

으로 차량들의 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영상 처리 기반 측

정 시스템 [8, 9], 2D/3D 맵핑 및 수학적 모델 기반의 시

스템 [10, 11], 모션 특징 및 Lucas Kanade Tomasi 
(KLT) 기반 추적 시스템 [12] 등이 제안되었다. 영상 정

보가 아닌 모션, 조도, 압력 센서 등을 횡단보도 주위에 

다수 설치하여 접근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거나 보행자

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횡단보도 주위의 안전 상태를 

분석할 수 있으나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의 설치

와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비효율

적이다 [13-15].
최근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CNN과 같은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사물이나 사람을 인

식하고 연관 응용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딥러닝 모델들은 주

로 고성능의 GPU가 장착된 서버급의 머신에서 학습 및 

추론에 활용되었으나 최근 Io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서 엣지 디바이스 (edge device)에서의 딥러닝 추론에 

대한 지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NVIDIA사

의 Jetson 보드들은 GPU를 장착하고 있어 자체적인 딥

러닝 추론이 가능하며 TensorRT 최적화 등을 통하여 호

스트에서 구축된 트레이닝 모델들을 엣지 디바이스에

서 활용하여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16, 17]의 연구들

은 Jetson 기반의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CNN을 응용하

기 위한 연구들이다.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를 활용할 경

우 저비용의 보드들을 바탕으로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여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에서도 비용과 성능 측면의 이점

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위치 변

화를 모니터링 하여 차량 속도에 따른 위험 정도를 예측

한 후, 횡단보도에 설치된 LED 등의 발광 장비를 통해 

횡단보도 내 구간별 위험 정도를 제공하는 스마트 횡단

보도 시스템을 제안한다. 접근하는 차량의 인식 및 속도 

측정을 위해 NVIDIA Jetson Nano급의 엣지 컴퓨팅 환

경에서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주행 차

량의 위치 변화 정보 등을 추출하고 기계 학습 기반 분

류자를 사용하여 위험 정도를 예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안전상태를 안

전, 주위, 경고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접근 차량 속도에 따른 안전 상태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

였다. 또한, 웹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방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 실험 환경과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서술한다. 마지막으

로 4장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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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하는 시스템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

내고 있다. 주행도로를 촬영할 수 있는 일반 웹캠을 장

착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 (NVIDIA Jetson Nano)가 

횡단보도에 장착되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을 인

식하게 된다. 엣지 디바이스 내부에 설정된 주기에 따라 

차량을 인식하여 인식 정보를 획득하며 차량의 속도차

에 따른 프레임별 차량 인식 정보의 차이를 바탕으로 횡

단보도 주위의 안정 상태를 분류한다. 그림 2는 본 연구

에서 활용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와 웹캠의 구성을 나

타내고 있다.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는 NVIDIA 사의 

GPU가 장착된 보드 중 가장 작은 크기와 비용이 소모되

는 Jetson Nano 보드가 활용되었으며 영상 인식을 위해

서는 일반 성능의 웹캠인 Logitech C920 카메라가 사용

되었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 Hardware setup

Fig. 3 The flow of algorithm

Fig. 4 Information of detected objects

그림 3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횡단보도 안전상태 분

류를 위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도로 자동차 주행 영상이 입력

으로 주어지면 객체 인식을 위하여 학습되어 있는 

SSD-MobileNet V2 네트워크를 통하여 영상 내 차량에 

대한 객체 인식을 수행한다. 각 영상으로부터 객체 인식

의 결과는 사각형 형태의 바운딩 박스로 표기되며 차량

을 제외한 객체 인식 결과는 제거하여 활용한다. 그림 4
는 차량 클래스에 대하여 SSD-MobileNet-V2를 이용하

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각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크기 분류 신뢰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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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SD

Single Shot Detector (SSD)는 이미지로부터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하나로 빠른 속도로 

인하여 엣지 환경에서의 실시간 객체 인식에 널리 활용

되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객체의 후보영역 추출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법들

과는 달리 객체 후보 영역을 생성하기 위한 region 
proposal network을 사용하지 않아 실시간성을 확보하

였으며 여러 가지 스케일의 feature map을 추출하여 객

체 인식을 시도함으로써 객체의 크기에 보다 강인한 성

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의 Object detection 
network 층에 해당하는 SSD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다. 
SSD 알고리즘은 feature extraction 성능이 우수한 일반

적인 CNN 알고리즘 (예: VGG19 등)의 특정 레이어를 

입력으로 받아 컨볼루션을 수행하며 다양한 스케일 

(38x38, 19x19, 10x10, 5x5, 3x3, 1x1)의 feature map을 

객체 검출 및 인식에 활용한다. 

2.2. MobileNet-V2

SSD는 기존의 R-CNN 계열의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알고리즘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여전히 모바일이나 엣지 디바

이스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MobileNet-V2
는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연산과 메모리가 필요한 네트워

크의 경량화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와 연

산만으로도 이미지 분류, 객체 인식 및 시맨틱 세그멘테

이션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구

조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을 대체할 

수 있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연산이 활용

되었으며 residual bottleneck 구조가 메모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inverted residual bottleneck 구조로 대체

되었다. 또한, residual bottleneck layer의 prediction 
layer에서는 non-linearity (ReLu)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엣지 디바이

스에서의 객체 인식이 요구되므로 SSD 구조에 MobileNet- 
V2의 feature extraction과 separable convolution이 합성

된 SSD-MobileNet-V2 구조를 활용하였다.

2.3. 기계학습 기반의 안전 상태 분류

그림 3의 input 층과 같이 주행 차량의 연속된 이미지

가 입력 형태로 주어지면 최종 차량 객체 인식 결과로부

터 추출될 수 있는 정보인 차량의 위치 (바운딩 박스의 

좌상단 및 우하단 x,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및 넓

이 등을 안전도 분석을 위한 특징으로 활용한다. 추출된 

특징 벡터는 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SVM, 
Decision Tree, Random Forest, KNN, 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 MLP, AdaBoost, Naive-Bayes, LDA 알고리

즘의 입력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 차량의 접

근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의 차선 별/구간 별 안전 상태

를 ‘안전 (10km 이하)’, ‘위험 (10~20km)’, ‘경고 (30km 
이상)’로 분류한다. 최종적으로, 제안 시스템을 통하여 

분류된 안전 정보를 횡단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 시

스템에 전달하고 횡단보도의 각 구간에 대한 안전 정보

를 발광 장치를 이용하여 보행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

한다.

Ⅲ. 실 험

Fig. 5 Examples of object detection on Jetson Nano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각 속도 구간에 따른 자동차 주행 영상을 촬영하였다. 
주행 영상 촬영은 운전자 한 명과 촬영자 두 명으로 구

성된 팀을 통하여 약 1시간 가량 이루어졌으며 촬영된 

주행 영상은 각각 10~20초 사이의 길이로 구성되었다.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NVIDIA의 

Jetson Nano 보드가 사용되었다. Jetson nano의 CPU는 

Quad-core ARMⓇ A57 CPU이고, GPU는 128-core 
NVIDIA Maxwell GPU, Memory는 4GB 64-bit LPDDR4 
25.6 GB/s이다. 소형의 GPU가 탑재된 머신으로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고성능 장치나 

네트워크 지연없이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이미지 분석 

및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 Jetson Nano 보드에서 자동

차 객체 인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TensorRT 최적화가 수

행되어 있는 Jetson-inference DetectNet 패키지를 사용

하였다. 또한, 자동차 클래스에 대한 네트워크 가중치가 

Microsoft COCO 모델을 통하여 이미 학습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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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MobileNet-V2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림 5는 Jetson 
Nano 보드 상에서 자동차 주행 영상에 대한 자동차 객체 
인식 및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여 바운딩 박스를 추

출한 결과이다. 해당 바운딩 박스로부터 다양한 기계학

습 알고리즘들의 입력으로 활용될 특징들을 추출한다.
실험 장소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장시간 반복 촬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각 속도별로 획득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하였다. 차량의 주

행 영상이므로 회전이나 스케일 변화는 수행할 수 없었

으며 그림 6과 같이 조도 등의 변화를 주어 샘플의 수를 

증가시켰다. 자동차 속도의 위험 예측을 위한 모델로는 

SVM, Decision Tree (DT), Random Forest (RF), KNN, 
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 (LR), Multi Layer Perceptron 
(MLP), AdaBoost, Naive-Bayes (GNB), LDA을 사용하

였다. 또한, 각각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특징 벡터

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재구성하여 사용된 

특징에 따른 모델들의 정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1) 객체의 위치 정보만을 활용, 2) 객체의 넓이 정

보만을 활용, 3) 객체의 위치 및 넓이 정보들을 모두 활

용. 안전 수준 분류를 위한 학습을 위하여 각 주행속도

에 따라 안전 수준의 영상 367개, 주의 수준의 영상 391
개, 경고 수준의 영상 386개의 클립을 활용하였으며, 
10-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하여 정확도 성능을 평가하

였다. 다음은 알고리즘별 주요 파라미터의 최적 세팅을 

나타내고 있다.

SVM: RGB kernl, C:1000, gamma:0.1
RF: gini criterion, max_features:log2, estimator:100
DT: gini criterion
LR: solver: liblinear, penaly: L1
KNN: #neighbor: 4
AdaBoost: estimator: 150
MLP: max_iter: 200, optimizer:lbfgs, relu activation
GNB: smoothing: 1e-9
LDA: solver: SVD

그림 7은 각각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활용하여 

주행영상 이미지들로부터 안전도 수준 (즉, 안전, 위험, 
경고)을 분류한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적

으로 객체의 넓이 정보만을 활용한 경우 평균 80%의 분

류 정확도를 보였으며 Naive-bayes 모델이나 LDA 모델

은 약 68%의 정확도를 보여 기타 모델들에 비하여 더욱 

낮은 수준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었다. 반면, 위치 정보

가 포함되거나 위치 정보만을 활용할 경우, 모델들의 정

확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
서 볼 수 있듯이, SVM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객체의 위

치 정보만을 바탕으로 학습하였을 경우 최고 96%의 정

확도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Examples of data augmentation

Fig. 7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methods

그림 9와 그림 10은 SVM과 LDA를 활용하였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confusion matrix를 나타내고 있다. 
SVM의 경우 오예측이 거의 없어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LDA의 경우 “주의” 상태의 입

력 시퀀스를 “안전”으로 오예측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낮은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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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ccuracy of the best method (position only)

Fig. 9 Confusion matrix of SVM

Fig. 10 Confusion matrix of LDA

마지막으로, 그림 1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 시나

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현 단계에서는 실제 

횡단보도에 고휘도 LED 설치가 불가능하여 웹 시뮬레

이터를 통하여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웹 시뮬레이터에

서는 각 차선별로 입력되는 차량 주행 영상으로부터 차

량 객체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안전 수준을 예측한다. 
그 후, 해당 차선의 안전 수준에 따라 횡단보도의 구간

별 안전 수준을 서로 다른 색상의 LED를 점등한다. 예
를 들어, 10km/h 이하의 저속으로 접근하는 차량 영상

에 대해서는 해당 차선에 녹색 점등을 통하여 안전 상황

임을 표기하고, 20~30km/h 사이의 속도로 접근하는 경

우, 황색 점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직관적으로 횡단보도 주

위의 안전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 11 Web simulato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 인식을 위한 SSD-MobileNet V2 
기반 디텍터를 이용하여 엣지 디바이스에서 횡단보도

에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하고 시간 별 차량 인식 결과를 

특징 벡터로 사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활용하

여 횡단보도 위험도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

다. 또한, 실제 차량 주행 영상을 이용한 실험 및 시뮬레

이터 기반 시나리오를 통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서 온보드 추론

에 보다 효율적인 경량화 및 실제 횡단보도에서의 사용

자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차량이 통

행중인 상황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추

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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