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컴퓨터 비전의 모델링은 오랫동안 컨볼루션 신
경망(CNN)에 의해 지배되었다. AlexNet[1]과 
ImageNet 이미지 분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성
능을 시작으로, CNN 아키텍쳐는 더 큰 규모[2, 
3], 더 광범위한 연결[4] 및 더 정교한 형태의 
CNN[5, 6, 7]을 통해 점점 더 강력해지도록 발전
해 왔다. CNN이 다양한 컴퓨터 비전 작업의 백본 
네트워크 역할을 함에 따라 이러한 CNN 아키텍
쳐의 발전은 전체 분야를 광범위하게 끌어올린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자연어 처리
(NLP)에서 모델 아키텍쳐의 진화는 다른 방향으
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아키텍처
는 Transformer[8] 모델이다. 시퀀스 모델링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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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작업을 위해 설계된 Transformer는 언어의 
long-range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ttention 
기법을 적용하여 해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NLP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연구원들은 컴퓨
터 비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으며, 최근
에는 이미지 분류[9] 및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
에 도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CNN을 
대체할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의 큰 가능성을 보
여준 Swin Transformer[10]를 이용해 기존의 Mask 
R-CNN[11]을 이용한 다중 차량 클래스 검출 연구
[12]의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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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 모델을 컴퓨터 비전 문제에 도입하여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준 
Swin Transformer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검출 시스템 능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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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 셋 전처리 및 레이블링

2.1 데이터 셋 전처리
획득한 항공 영상은 시스템에서의 원활한 학습

을 위해 각 영상을 리사이징 다음과 같이 가로 
길이를 1333으로 고정한 후 다양한 세로 길이 
(480, 512, 544, 576, 608, 640, 672, 704, 736, 
768, 800)을 적용하여 여러 해상도에 따라 검출이 
잘 되도록 리사이징을 진행하고, 데이터 증강을 
통해 데이터 셋의 과적합을 방지한다. 이 중 전체 
데이터셋 중 75장은 훈련 데이터 셋, 75장은 검증 
데이터 셋, 50장은 실험 데이터 셋으로 사용한다.

2.2 COCO 데이터 셋
Swin Transformer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이블링된 데이터 파일 
포맷(VGG[13])에서 MS COCO[14] 데이터 셋 으
로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COCO 포맷은 이미지의 
레이블링 데이터와 어노테이션 정보가 저장된다. 
COCO 포맷의 Info 영역은 데이터 셋의 정보를 
담고 있고, Licenses 부분은 이미지들의 라이센스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Categories는 이미지의 유
형, 본 논문에서는 V01, V02, V03, V04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Annotations 부분은 각 이미지별 
객체 검출과 사물 영역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하나의 COCO 데이터셋의 JSON파일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된다.

{
        “info”: info,
        “licenses”: [licenses],
        “categories”: [categories],
        “images”: [images],
        “annotations”: [annotations]
}

Ⅲ. 실험 및 검출

3.1 학습 방법
차량 검출에 대한 Swin Transformer 모델은 학

습은 라벨링 장업을 통해 얻어진 COCO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차량 유형에 대한 가중치를 가진 
모델 파일(.pth)을 생성한다. 학습 환경은 Ubuntu 
20.04.2 운영체제, CPU AMD Ryzen 9 3900X, 
RAM 64GB GPU NVIDIA GeForce RTX 
2080Tix2를 사용하였다. 가중치 학습을 위해 
EPOCH값은 12으로 설정 하고 SPE(Step Per 
Epoch)값은 132로 설정 후 학습을 수행하였다.

3.2 학습모델 결과 분석
그림 2는 기존 논문의 모델과 본 논문의 학습

된 모델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2와 같이 기존
의 Mask R-CNN(위) 검출 시스템을 이용한 검출 

결과와 Swin Transformer(아래) 검출 시스템을 이
용한 검출 결과로 구분된다. 기존의 연구와의 차
이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검출하지 못하는 차량을 
검출했다는 것을 보았다. 나무에 가려지거나 주변 
차량과 거리가 좁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검출 능
력이 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가중치 모델을 이용항 검출 결과

(위) 기존 Mask R-CNN (아래) Swin 
Transformer
Fig. 1. Final output of model
(Top) Mask R-CNN (Bottom) Swin Transforme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다중클래스 차
량 검출 연구의 항공사진에서 다중클래스 차량 
검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자 기존의 Mask 
R-CNN모델 에서 Swin Transformer모델을 이용하
여 항공 상에서의 차량을 검출하고 마스크를 씌
워 표시하는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한 객체에 대하여 다중 레이블이 검출 된
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추후 문제점을 보완하
고, 데이터 셋의 크기를 증가하여 문제를 해결하
고,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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