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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심각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미지 객체검출을 통해 
도로관리자의 우선처리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을 도로불편신고 플랫폼인 척척앱의 신고내용을 이용하여 구분하였고, 각 문제점들의 심각도 가중치를 도로 
위험도 분석에서 사용되는 EPDO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정립된 방법론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실제 
척척앱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딥러닝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고, 실제 이미지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검
증하였다. 심각도가 높은 로드킬과 차로 장애물, 노면균열 등의 검출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 민원접수 및 해결에서 벗어나 실제 도로현장에서 접수
되는 문제점을 심각도로 구분함으로써 실제 민원 처리의 우선순위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도로불편∣심각도∣EPDO∣딥러닝∣객체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various problems in surface road according to their 
severity and to propose a priority decision making process for road policy makers. For this purpose, the 
road problems reported by Cheok-cheok app were classified, and the EPDO was adopted and calculated 
as an index of their severity. To test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process, some images of road 
problems reported by the app were classified and annotated, and the Deep Learning was used for 
machine learning of the curated images, and then the other images of road problems were used for 
verification. The detecting success rate of the road problems with high severity such as road kills, 
obstacles in a lane, road surface cracks was over 90%, which show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process will make the app possible to be used in the filed 
to make a priority decision making by classifying the level of severity of the reported road problems 
automatically.

■ keyword :∣Road Problem∣Severity∣EPDO∣Deep Learning∣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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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는 교통수
요의 증가로 인한 공급증가의 방법으로, 전체 도로연장
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도로건설 중심의 패
러다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건설 중심의 정
책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도로유지관리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문제점으
로 꾸준히 지적되었고, 점차 체계적인 도로관리의 중요
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도로연장은 
1980년에 46,950km에서 2020년에는 112,977km로 
2.4배가 증가하였으며, 취락지와 연계성이 강한 시ㆍ군
도는 주로 2차로 이하이며 전체 도로의 68.4%를 차지
하고 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
공사에서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도로관리 측면
에서 예산과 인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연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시ㆍ군도의 경우에는 2차로 도로가 많고 취락지와 대부
분 연계되어 있으나, 유지관리 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며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
발하기도 한다. 특히 로드킬과 낙석, 도로장애물 등은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포트홀이나 포장균
열 등 노면상태 불량 역시 교통사고의 직ㆍ간접적 영향
을 주거나 도로이용자들의 승차감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 외에도 도로안전시설이나 부대시설, 교
통신호기, 노면표시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 및 편의성 
감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 특히 도로시설물의 제원 및 위치 등의 최
신 정보들이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포장관리시스템(PMS), 도
로비탈면관리시스템(CSMS), 점용관리시스템(ROAS), 
도로표지관리시스템(RSMC), 교량관리시스템(BMS) 등 
첨단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갱신 및 관리
하고 있다[1]. 이러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중심의 도
로관리정책은 도로연장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예산
과 인력이 소요되며, 특히 도로장애물과 포트홀 등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로관리청 중심의 정기적인 도로점검과 
함께 도로이용자들이 도로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국
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
로불편신고 전화인 080-0482(공사빨리)-000이다. 또
한 도로표지를 이용하여 도로관리청 전화번호를 제공
하여 위치와 내용을 전화로 신고받고 있으며, 팩스와 
방문 등의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2]. 하지만 기존의 전
화를 통한 신고방법은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
엇보다도 도로이용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
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교차로나 큰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확인이 용이하지만 지방부 
도로는 대부분 산지와 농지 주위에 위치하고 있어 전화
통화로는 설명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도로이용자
들은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또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도로관리청이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앱, 행정안전부의 안전신
문고 앱 등이 있으나, 이러한 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민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도로 등 긴급한 상황이 
요구되는 장소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운영하고 있다. 척척앱은 신고대상이 도
로이며,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UI가 구성되어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불편
신고 방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3-7].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생활불편신고와는 달리 도로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접수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접수 및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차량의 주행
에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되는 로드킬과 장애물 등은 대
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포트홀, 배수시설 불량 
등도 여름철 장마기간 등에서는 도로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도로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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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의 대표적인 신고어플인 척척앱을 통해 접수
되는 민원만 한해 33,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어 모
든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8]. 
따라서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 심각성을 판단하
고,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 우선
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척척앱에서는 민원 신고시 사진 
또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에서는 첨
부된 사진을 이용하여 민원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
다. 하지만 수많은 민원과 첨부된 사진을 개별적으로 
인력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사
진에서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직접 추출하고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문제점으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의 심각도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
고자 한다. 정립된 방법론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실제 척척앱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최신 객체 검출 엔진
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고, 실제 이미지 테스트
를 통해 도로관리자가 문제점에 대한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 민원접수 및 해결에서 벗어나 실제 도로현
장에서 접수되는 문제점을 심각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로관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포트홀과 로드킬 등 도
로의 문제점은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
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의 심각도 판
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찬모 등(2019)은 고속
도로에서 발생한 6년간의 화물차 사고 심각도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순
서형 프로빗 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총 10개의 주요 인
자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나이와 졸음운전, 충돌속
도, 날씨 등의 요인이 고속도로의 화물차 심각도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박수진 등(2019)은 고
속도로의 교통사고 자료와 기상자료를 매칭하여 교통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을 위해 위계적 순서형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톨게이트 
및 램프구간, 내리막 경사 3% 이상, 콘크리트 방호벽 
등이 기상상태에 따라 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윤석민 등(2015)은 고속도로 
추월차로형 오르막차로를 대상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
형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월차로형 오르막차로 사
고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속도와 졸음운전 등으
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시인성 증진을 위해 고광도 
표지판 및 낮은 높이의 조명등 설치를 제안하였다. 

Kockelman and Kweon(2002)은 교통사고의 심각
도 분석을 위해 GES (General Estimates System) 데
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
다. 분석결과, 충돌유형과 사고차량의 수, 성별 등이 사
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Khattak et al.(2003)은 교통사고 시 차량의 전도가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항 프로
빗 모형(binary probi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차량
의 과속과 추월은 전도의 확률을 각각 17%와 21%를 
증가시켰다. 또한 도로의 선형 측면에서 곡선부 도로는 
부상가능성과 전도확률을 각각 4%와 9%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도로의 심각도 분석은 대
부분 교통사고에 따른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장 위험하고 최종
적인 결과물은 교통사고이며, 이러한 교통사고의 심각
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반면 교통사
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 문제점의 인지 및 처리는 
공공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 역시 공공에서
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트홀과 로드킬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도로 문제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관리청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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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로 문제점의 심각도 판단기법 개발

1. 심각도 판단기법 개발 방법론
도로 문제점의 심각도 판단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점들을 선정하고, 각 문제점을 야기하는 세부 항목
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문제점에 대한 도로 위험성
을 정량화하기 위해 심각성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각 심각성별로 가중치를 정하였다. 이후 각 
문제점과 심각성에 따른 항목들을 연결하여 각 문제점
들이 포함하고 있는 심각도(Severity)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각도 판단기법의 현장 적용성을 판
단하기 위해 척척앱에서 수집된 12,670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의 객체검출 방법인 YOLOv5x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였다. 도로 문제점의 심각
도 판단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도로 문제점 심각도 판단기법 개발 프로세스

2. 도로 발생 문제점 분류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

으로 포트홀과 노면균열(Crack), 연석(경계석) 파손 등
의 노면상태 불량이 있으며, 배수시설과 로드킬 및 장
애물,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변 시설물
의 불량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척

척앱에서는 도로 문제점을 로드킬과 낙석 등 장애물, 
배수시설 불량, 도로시설물 불량, 노면상태불량, 포트
홀, 기타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포트홀은 
노면상태불량의 하나의 형태이며, 기타는 척척앱의 구
분에서 해당되지 않은 형태를 분류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도로이용자가 기타로 구분한 신고내용에서도 노면
상태불량과 포트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신고접수 형태가 아닌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하여 기타에 접수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문제점의 항목을 노면상
태 불량, 배수시설 불량, 로드킬 및 장애물, 도로시설물 
불량의 4가지 대분류(Level 1)로 구분하였다.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Level 2)는 척척앱으로 신고된 데이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였는데, 예를 들어 노면
상태 불량은 포트홀과 노면균열, 보행로 파손, 연석 파
손으로 구성된다. 배수시설은 맨홀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으며, 로드킬 및 장애물은 동물사체와 박스 등 장애
물과 쓰레기 등이 많았다. 도로변 시설물 불량은 시선
유도봉과 방호울타리,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도로 문제점의 대분류와 중분류, 그리고 중분류
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유형을 소분류(Level 3)로 구분
하여 [표 1]과 같이 정립하였다.

표 1. 도로 문제점의 분류
대분류

(Level 1)
중분류

(Level 2)
소분류

(Level 3)

노면상태 불량

노면 균열(Crack) 종/횡방향 균열, 거북등 균열

포트홀 도로 파임
보행로 파손 보도블럭 파손

연석 파손 보도 경계석 파손

배수시설 불량 맨홀 맨홀 덮개 불량

로드킬 및 장애물
로드킬, 차로 장애물 동물사체, 낙석

보행로 장애물 쓰레기, 광고물

도로시설물 불량

차로 시설물 파손 시선유도봉, 차량 방호울타리

보행 시설물 파손 보행자 방호울타리
도로변 시설물 파손 도로표지, 교통신호시설

3. 도로 문제점의 심각성 항목 및 가중치 정립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심각도를 판단하고, 심각도에 따라 어떤 민원을 먼저 
처리할 지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의사판단 기준을 제공
하는 데 있다. 물론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배수시



딥러닝을 이용한 도로 문제점의 심각도 판단기법 개발 및 적용사례 분석 539

설 불량, 도로시설물 불량 등의 문제점은 높은 주행속
도와 교통량을 고려할 때 대부분 긴급한 사안이지만, 
제한적인 인력과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문제점에 따른 심
각성 가중치를 산정하여 위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도로 문제점에 따른 심각성은 문제점 자체가 직접적
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
우에서부터 사상자없이 단순히 물피사고로 끝나는 경
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문제점의 심각
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중치와 문제점을 연계하여 심각
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공학에서 도로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사고건수 및 
사고율에 의한 방법과 사고심각도(Accident Severity)
에 의한 방법이 있다. 사고건수 및 사고율에 의한 방법
은 다시 사고건수법, 사고율법, 사고건수-사고율법, 사
고율-통계적 방법 등으로 구분할 있다. 사고건수법
(Number of Accident Method)은 주어진 어떤 값보
다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곳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
는 방법이며, 사고율법(Accident Rate Method)은 도
로구간의 사고율 및 임계사고율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사고건수-사고율법(Number-Rate Method)
은 도로구간의 사고건수와 사고율을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법이며, 사고율-통계적 방법(Rate-Quality Control 
Method)은 임의로 발생하는 사고건수를 나타내는 포
아송(poisson) 분포를 이용하여 임계사고율을 계산하
여 비교하는 방법이다[14]. 교통사고 건수와 사고율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은 정량적인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망 또는 부상의 정도
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사고심각도에 의한 방법은 사고나 부상의 심각
도를 고려하여 분석하며, 대표적인 방법이 등가물피사
고(Equivalent Property-Damage-Only, EPDO)법
이다. 이는 물피사고를 비중 ‘1’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사망 및 부상사고를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한다. 
도로의 위험도 분석분야에서 EPDO를 이용한 교통사
고 심각도 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실제 도로위험구간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방법이다[15-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PDO 

분석에서 제시하는 가중치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EPDO 사고건수는 다음과 
같은 식(1)로 계산한다.

사고건수
 ㆍ ㆍ ㆍㆍ

         (1)

도로에서 가장 높은 심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추돌, 전복 등의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K)와 사망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자동차의 파
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상사고(A)가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진다. 또한 부상정도에 따라 중ㆍ경상사고
와 가벼운 사고를 EPDO에서는 B형 부상사고(B)와 C
형 부상사고(C)로 구분하며, 사상자 없이 단순 재산상 
손해만 입은 사고를 물피사고(P)로 제시하고 있다. 각 
심각도에 따른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중상 이상의 사상
자가 발생하는 K는 12를 사용하며, A는 10을 사용한
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사고인 B, C, P는 각각 3, 2, 
1을 사용한다[14].

[표 1]에서 제시한 도로문제점의 분류에서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EPDO에서 제시하는 심각도 가중치에 
연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면상태의 중분류인 노면
균열은 사망사고(K)와 중상사고(B)로 이어질 확률은 낮
지만 , B형 부상사고(B)와 C형 부상사고(C), 물피사고
(P)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문제점 분류와 
EPDO에 의한 심각도 가중치간의 연관성을 도식화하
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도로 문제점과 EPDO 심각도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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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로 문제점의 처리 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는 각 문제점의 심각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EPDO 가중치의 합을 이용하여 심각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각 도로 문제점들과 
EPDO 가중치들의 합산값을 최종적으로 문제점의 심
각도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맨홀 덮개 소실 또는 불량
으로 인한 위험은 중상사고(A)와 B형 경상사고, C형 경
상사고, 물피사고(P)로 연계되며, 각 EPDO 가중치의 
합인 16이 맨홀불량에 따른 심각도 가중치가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로 문제점과 EPDO 가중치를 제
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도로 문제점에 따른 심각도 가중치
대분류

(Level 1)
중분류

(Level 2) 연계 평가 항목 가중치

노면상태 불량

노면 균열(Crack) B, C 5
포트홀 K, A, B, C, P 28

보행로 파손 B, C 5
연석 파손 C 2

배수시설 불량 맨홀 A, B, C, P 16

로드킬 및 장애물
로드킬, 차로 장애물 K, A, B, C, P 28

보행로 장애물 B 3

도로시설물 불량
차로 시설물 파손 B, C 5
보행 시설물 파손 C 2

도로변 시설물 파손 B, C, P 6

분석결과 포트홀과 로드킬, 차로 장애물 등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시설 불량 등도 위험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표 2]에서 제시한 심각도 가중치는 
도시부도로 또는 지방부도로 등 도로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교통사고 특성과 교
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의 정도에 따라 향후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특성 및 교통사고 유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4. 이미지를 활용한 문제 심각도 판단기법 개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도로관리청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로관리청은 각 문제점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심각
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문제점에 대한 심각도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판단을 위해서는 도로문제점의 사진이나 동영
상 등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척척앱에서 수집된 이미
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로 심각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셋은 척척앱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신고된 이미지를 통해 총 12,785개를 구축
하였으며, 도로 문제점에 따른 기계학습에 사용된 이미
지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표 3. 기계학습을 위한 표지화 이미지수
대분류

(Level 1)
중분류

(Level 2) 표지화 이미지 수 비율(%)

노면상태 불량

노면 균열(Crack) 4,276 34
포트홀 2,504 20

보행로 파손 1,064 8
연석 파손 593 5

배수시설 불량 맨홀 707 6

로드킬 및 장애물
로드킬, 차로 장애물 551 4

보행로 장애물 469 4

도로시설물 불량
차로 시설물 파손 1,256 10
보행 시설물 파손 617 5

도로변 시설물 파손 748 6

합계 12,785 100

도로 문제점의 자동검지를 위한 기계학습 방법 중에
서,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검술 기술인 합
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곱신경망을 
기본 구조로 하는 객체인식 혹은 객체 검출 기법으로는 
VGG16, Region-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R-CNN), Fast R-CNN, Faster R-CNN, 
Mask R-CNN, 그리고 YOLO(You Only Look 
Once) 등이 있다[19].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빠른 
시간에 다수의 객체를 검출할 수 있는 YOLOv5를 선
택하였다. YOLOv5는 Small, Medium, Large, 
XLarge의 버전이 있으며, Small이 가장 가벼운 모델이
고, XLarge가 가장 무거운 모델이다[20].

YOLOv5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한 표지본호와 
실제 표지명은 [표 4]와 같으며, 기계 학습에 사용된 표
지화 이미지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척척앱에서 수집된 총 12,785개의 표지화된 이미지
를 YOLOv5에 적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였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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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그림 5]와 같다. 기계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모형 테스트에는 학습단계에서 사용되지 않은 총 
1,394개의 표지화되지 않은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모형 테스트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로 문제점 항목별 평균 검출률은 86.3%였으며, 보
행로 장애물 항목이 71.7%로 가장 낮게 검출되었다. 반
면 노면 균열, 포트홀, 로드킬 및 차로 장애물, 차로 시
설물 파손 항목이 최고 93.6%를 비롯하여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그림 3. YOLOv5 모델 종류

표 4. 기계학습의 표지번호 및 표지명
표지번호 표지명

0 노면 균열(Crack)

노면상태 불량
1 포트홀
2 보행로 파손

3 연석 파손
4 맨홀 배수시설 불량

5 로드킬, 차로 장애물
로드킬 및 장애물

6 보행로 장애물
7 차로 시설물 파손

도로시설물 불량8 보행 시설물 파손
9 도로변 시설물 파손

그림 4. 학습 수행 결과

표 5. 문제점 항목별 검출률
대분류

(Level 1)
중분류

(Level 2) 검출률(%)

노면상태 불량

노면 균열(Crack) 93.6 
포트홀 93.3 

보행로 파손 87.0

연석 파손 79.2
배수시설 불량 맨홀 85.7

로드킬 및 장애물
로드킬, 차로 장애물 93.1

보행로 장애물 71.7

도로시설물 불량
차로 시설물 파손 93.5
보행 시설물 파손 87.0

도로변 시설물 파손 78.9

가장 낮은 검출률을 보인 보행로 장애물 항목의 경우 
위험 객체가 주로 쓰레기, 불법 점거물과 같은 보행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객체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행
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리어카, 자전거, 킥보드뿐만 아
니라 주차금지 표지판 등과 같은 교통제어시설이 포함
된다.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화분, 의자 및 
임시 공사 적재물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항목 등이 해
당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인하여 기계 학습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객체 형태의 일관성이 매우 낮아지
고, 이에 따라 기계 학습 시 정밀한 객체 인식에 어려움
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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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로 문제점 표지화 이미지 예시

Ⅲ. 문제 심각도 판단기법 적용 사례

YOLOv5를 이용하여 척척앱에서 수집된 실제 이미
지를 통해 도로 문제점의 심각도별로 검지를 수행하였
다. [그림 6]은 노면균열과 포트홀 등 노면상태 불량의 
검출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7]은 맨홀 등 배수
시설 불량의 검출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과 [그
림 9]는 각각 로드킬 및 장애물과 도로시설물 불량의 
검출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로관
리자는 척척앱과 같은 불편신고 플랫폼에서 민원의 내
용과 함께 개별 심각도를 인지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로의 문제점은 1개의 이미지에
서 단지 1개의 문제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림 5]의 검출 이미지를 보면, 포트홀이 발생
한 경우에는 포트홀 주변 포장단면에 도로균열(Crack)
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문제점에 대한 심각도는 단순
히 개별 문제점에 대한 심각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심각도 가중치를 합산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도로관리자는 포트홀이 발
견될 경우 주위 1km 내외에 유사한 형태의 포트홀 발
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포트홀의 특성상 고온과 
강우 등에 큰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므로, 심각도가 매
우 높은 포트홀은 반드시 유사 형태의 문제점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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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마찬가지로 심각도가 높은 로드킬 역시 동물
의 반복적인 이동행태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관리자는 로드킬 발견 시 주위 1km 내외에 추가적
인 로드킬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로드킬 방지를 위해 생태통로 또는 유도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림 6. 노면상태 불량 검출결과

 

그림 7. 배수시설(맨홀) 검출결과

 

 

그림 8. 로드킬 및 보행로 장애물 검출결과

 

그림 9. 도로시설물 불량 검출결과

Ⅳ. 결론 및 향후연구

높은 주행속도와 교통량으로 인해 도로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은 경우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
우가 많다. 실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0년대에 들어서 한해 13,000여명이 넘는 등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도
로관리청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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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속히 증가하는 도로연
장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로관
리자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여 도로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해에만 
수천건이 넘게 접수되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민원의 내용을 심각도별로 구분하
여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문제점으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의 심각도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하
였다. 또한 정립된 방법론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실제 척척앱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최신 객체 검출엔진
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였다. 객체 검출엔진은 
빠른 시간에 다수의 객체를 검출할 수 있는 YOLOv5
를 선정하였으며, 척척앱에서 수집된 총 12,785개의 
표지화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하였다. 또한 실제 이
미지 테스트를 통해 도로관리자가 문제점에 대한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
석결과 포트홀과 로드킬, 차로 장애물 등이 가장 위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시설 불량 등도 위험한 요
소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력 중심의 도로
관리에서 도로이용자의 신고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
여 보다 체계적으로 위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통해 도로관리자들
은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도로 문제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들을 구분하여 선제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효율
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 문제점은 도로불편신고 플
랫폼인 척척앱에서 가장 많이 신고되는 항목을 기준으
로 정립하였으나, 추가적인 신고접수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다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척
척앱을 통한 데이터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며, 데이터의 
추가적인 수집이 가능할 경우 데이터 검지율 향상도 가
능할 것이다. 또한 문제점에 따른 심각도 가중치 선정
시 본 연구에서 사용한 EPDO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더욱 다양한 도로 문제점 발굴 및 그에 따른 심각도 가

중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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