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딥러닝을 통해 영상이나 동영상 내에 있는 물체
를 탐지하고 분류하는 기술이 많이 대중화되어 손
가락 방향 탐지[1]부터 제조업의 산업재해 방지[2], 
자율주행 환경[3] 등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객체 탐지를 위한 딥러닝을 위해서는 해당 객체의 
영상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개인 공부용 또는 특정 
객체의 영상 데이터셋을 구하거나 구축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용 다면 영상 데이터셋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축하는 방법 및 생성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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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셋을 활용하여 학습한 모델을 테스트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특정 객체의 영상 데이터셋을 만
들기 위해 회전하는 회전판 위에 객체를 올려둔 
뒤 회전시킨다. 회전하고 있는 객체의 영상을 촬영
하여 분할 및 자동 라벨링 하는 방법으로 해당 객
체의 여러 면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

Ⅱ. 다면 영상 데이터셋 구축 시스템

다면 영상 데이터셋 구축 시스템은 크게 영상촬
영, 영상 프레임 분할, 영상 라벨링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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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기술을 통해 영상 내의 객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영상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객체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영상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구축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 영상을 촬영하여 객체의 여러 면을 포함하는 영상 데이터셋을 보다 손쉽게 구축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회전판 위에 객체를 올려둔 뒤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필요에 맞게 분할, 합성
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order to find objects in an image through deep learning technology, an image dataset for learning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 recognition rate of objects, a large amount of image learning data is required.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build large amounts of datasets because it is expensive.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 for more easily constructing an image dataset including several sides of an object 
by photographing a rotating image. A method of constructing a dataset by placing an object on a rotating plate, 
photographing it, and dividing and synthesizing the captured images according to the need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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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상 촬영
해당 객체의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객

체를 회전시킨 후 회전하는 객체의 동영상을 촬영
한다. 동영상 촬영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상 촬영 예시

회전하는 판 위에 촬영하고자 하는 객체를 올려
놓은 후 회전판을 회전시켜 영상을 촬영한다. 촬영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촬영 영상

2.2 영상 분할
영상 분할은 촬영한 동영상을 프레임별로 나누

어 객체의 여러 면을 포함하는 정지 영상들을 만
든다. 촬영된 영상을 읽은 뒤 프레임당 회전 각도
를 계산하는데 계산식은 (1)과 같다.

 ×
×

(1)

R은 프레임당 회전 각도를 뜻하면 RPM은 객체
의 분당 회전수, FPS는 촬영한 영상의 초당 프레
임 수이다. 해당 수식을 통해 촬영한 영상에서 프
레임당 회전 각도를 알 수 있고, 필요에 따라 10, 
60, 90도 등으로 분할 할 수 있다.

2.3 영상 라벨링
YOLO 학습을 위해서는 영상 내에 객체의 위치

를 Bounding Box 형태로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 
직접 YOLO_MARK를 이용하여 Bounding Box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촬영된 영상에서 이전 프레임
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 부분만 확인하여 그 부
분을 Bounding Box형태로 나타내면 자동으로 학습
용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다. 예시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영상 내 영상 자동 라벨링

영상 내에서 객체를 회전시키면 이동하는 것이 
해당 객체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과 비교
하여 변화가 일어난 곳만 확인하여 Bounding Box
를 생성하면 해당 객체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자
동 라벨링이 가능하다.

Ⅲ. 다면 영상 데이터셋 학습 테스트

2장에서 생성된 학습데이터를 YOLOv4를 사용
하여 학습하였다. 생성된 영상 데이터셋은 10도, 
30도, 60도, 90도로 분할 한 데이터셋이며 각 3140, 
1048, 524, 34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 반복 횟
수는 15000번으로 하였다.

학습된 weight 파일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7~14m 거리에서 촬영한 이동하는 사람 동영상 파
일을 프레임 분할하여 688장의 영상에 대하여 객
체검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688장 중 영상 내에서 
사람을 검출해 내는 비율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
다. 검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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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상 내 객체 탐지 결과

학습 반복 횟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각 weight 별로 6000, 7000, 9000, 11000, 
13000, 15000, best 총 7번씩 테스트하였으며 best
는 loss가 가장 낮게 나온 weight를 말한다. 검증 
결과는 표1과 같다. 각도별 학습 횟수별 688장의 
영상 중 검출 실패한 영상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객체 검출 결과

10도 30도 60도 90도

6000 71 20 62 65
7000 10 100 37 75
9000 25 23 123 92
11000 5 41 55 136
13000 43 25 81 96
15000 33 29 132 52
best 29 47 37 28
평균 20.71 37.86 66.43 68.43
검출률 96.99 94.50 90.34 90.05

분할 각도가 작을수록 분할 한 영상 데이터셋의 
영상 개수도 많고 객체의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 
실험 결과 각도가 더 적게 분할 한 데이터셋을 사
용할수록 더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학습을 위한 다면 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생성된 데
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성능을 테스트해 보
았다.

객체를 회전시켜 영상을 촬영한 후 필요에 따라 
분할 하고, 변화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라벨링을 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데이터셋의 구축 비용을 낮
출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
해도 높은 정확도로 객체를 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동 시 형체가 변하는 
사람, 동물 등의 영상 내 탐지를 위해서는 어떤 영
상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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