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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출의 경우 정확도와 실시간성을 모두 요구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는 

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소형 

임베디드 장치를 위한 객체 검출을 모델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검출 모델과 달리 사전 학습된 특징 추출기를 

제거한 구조를 사용하여 모델 크기를 최소화하였다. 모델의 구조는 경량화된 컨볼루션 블록을 반복해서 쌓는 구조

로 설계하였다. 또한, 검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영역 제안 횟수를 크게 줄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공개 데이터

셋인 PASCAL VOC를 사용하여 학습 및 평가하였다. 모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검출 분야에서 사용하는 

average precision으로 검출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임베디드 장치와 유사한 라즈베리 파이에서 검출 

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기존 검출 방법 대비 향상된 정확도와 빠른 추론 속도를 달성하였다.

주제어 : 딥러닝, 객체 검출, 경량화, 라즈베리 파이, 임베디드

Abstract In the case of object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both accuracy and real-time are 

requir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use a deep learning model that processes a large amount of data 

in a limited resource environment.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n object detection 

model for small embedded devices. Unlike the general detection model, the model size was 

minimized by using a structure in which the pre-trained feature extractor was removed. The 

structure of the model was designed by repeatedly stacking lightweight convolution block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gion proposals is greatly reduced to reduce detection overhead. The 

proposed model was trained and evaluated using the public dataset PASCAL VOC.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model, detection performance was measured with average precision used in the 

detection field. And the detection speed was measured in a Raspberry Pi similar to an actual 

embedded device. Through the experiment, we achieved improved accuracy and faster reasoning 

speed compared to the existing detection method.

Key Words : Deep Learning, Object Detection, Lightweight, Raspberry Pi, Embedded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9, pp. 28-34, 2021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9.028

*Corresponding Author : Sang-Hun Lee(leesh58@kw.ac.kr)

Received August 4,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6,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9호29

1. 서론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하드웨어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2]. 이 중에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기반의 딥러

닝 모델의 객체 분류 성능이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3]. 실제 보행자 감지 [4], 도로 

차선 인식 [5]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존 방법

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딥러닝 방법을 배포할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서 모델 추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연시간 및 트래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 대신 직접 임베디드 장치에 모델을 이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 

개의 매개변수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은 임베디드 장

치에 이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방법은 컨볼루션 커널을 변경하거나 모델의 크기를 줄

이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기에서 추론 

속도를 나타내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인 FLOPs 

(FLoating point OPerations)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

가 있다. 딥러닝 모델의 연산 과정은 합연산, 곱연산, 

차연산 등 다양한 연산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모델

의 크기가 줄어도 곱연산 과정을 많이 포함하게 된다면 

모델의 크기에 비해 많은 FLOPS를 요구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one-stage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

하였다. One-stage 모델은 한 번의 모델 전파로 분류 

및 경계 상자 회귀를 수행하는 end-to-end 구조이다. 

[6] 제안하는 특징 추출 모듈을 반복적으로 쌓은 구조

로 설계하였으며, 실험 결과 기존 방법 대비 작은 모델 

크기 및 적은 FLOPs 연산을 요구하였다.

2. 관련연구

2.1 Tiny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Tiny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Tiny SSD) 

[7]는 임베디드 장치를 위한 실시간 객체 검출 모델이

다.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SSD) [8]의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 구조를 최소화하였다. 임베

디드 장치에서 모델 추론 시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Tiny SSD는 Fire micro 

architecture 라는 컨볼루션 모듈 계층을 쌓아 제안한 

구조로, 기존 SSD보다 연산량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

이다. Fig. 1에서 Tiny SSD와 SSD를 비교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SSD and Tiny SSD model

Fig. 1에서 각 블록들은 컨볼루션 연산을 의미하며 

활성화 함수, 배치 정규화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내포

한다. SSD의 경우 각 블록 연산을 두 번씩 반복하여 특

징맵의 채널 수가 128, 256, 512와 같이 큰 폭으로 커

지기 때문에 특징맵 크기가 동일해도 학습할 매개변수

가 많다. 반면에 Tiny SSD의 경우 컨볼루션 필터의 개

수를 15, 29, 44와 같이 매우 적게 사용하였다. 이 경

우 매개변수가 적어 연산량이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분

류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TEB 모듈 기반의 경량 검출 모델

본 논문은 임베디드 장치에 이식하기 위한 경량 객

체 검출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산 최적화를 위해 영역 

제안 과정을 생략하는 one-stage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백본 네트워크

를 사용하지 않고 특징 추출을 수행하였다.

Fig. 2. Proposed model architecture

3.1 Model Architecture

딥러닝 모델의 경우 모델 추론 속도를 위해 컨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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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계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필터의 수가 

적거나 계층이 얕은 경우 모델 분류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검출 능력을 최대한 잃지 않으면

서 매개변수를 줄이는 작업을 위해 Fig. 2와 같이 모델

을 제안하였다.

입력 해상도가 클수록 작은 객체에 대한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어 검출 성능에 이점이 있다. 그러나, 컨

볼루션 필터 연산 횟수 및 매개변수가 늘어나 실시간 

성능에 영향을 준다. 제안하는 모델의 입력 해상도는 

실시간성과 정확도를 모두 고려하여 300×300 픽셀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검출 모델은 백본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특징을 후속 컨볼루션 계층을 통해 검출을 수행

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전 학습된 백본 네트워크를 사

용하기 때문에 검출 모델의 분류 및 일반화 성능이 향

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량화 작업을 고려하지 

않은 백본 네트워크의 경우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

문에 검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모델은 소형 장치에 이식하기 위해 

백본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채택하

였다. 모델의 구조는 Fig. 2의 STEM block과 tiny 

expansion block (TEB)으로 구성된다. STEM 

block은 이미지에서 엣지 정보와 같은 로컬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단순히 max pooling을 

사용하여 특징을 압축하였을 때보다 많은 정보를 학

습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하는 TEB 컨볼루션 모듈

은 커널의 stride를 각각 2와 1로 설정하여 사용하

였다. 첫 번째 모듈은 이미지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

이는 역할을 하며, 두 번째 모듈로 해상도가 줄어든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모듈을 통해 압축

된 특징들은 총 5개의 스케일 가지며 분류 및 회귀 

과정을 각각 수행하였다. Fig. 3은 TEB 컨볼루션 모

듈 구조이다.

Fig. 3. Tiny Expansion Block (TEB Module)

각 모듈은 입력 특징맵을 순차적으로 컨볼루션, 배치 

정규화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hard swish) [9] 연산을 

수행한다. 앞서 언급한 컨볼루션의 stride는 깊이 별 컨

볼루션 (depth-wise convolution)에 적용하였다. 이

후, global average pooling (GAP) [10]을 통해 특징 

벡터 형태로 나열하여 상관관계를 학습하였다. 나열된 

특징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특징맵과 요소 곱하여 

채널 특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squeezenet 

[11]과 같이 채널을 확장하여 연산을 수행한 뒤 다시 

줄이는 과정이다. 이 방법은 채널을 확장함으로써 손실

되는 정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모델

에서 각 스케일 마다 적용되는 TEB 모듈의 컨볼루션 

변수 값은 다르며 표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TEB module for each scale

Scale Kernel Input Output Ratio

150 3 32 48 1

75 5 48 56 3

38 5 56 72 3

19 3 72 88 3

10 3 88 112 3

5 3 112 128 3

3 3 128 144 3

Table 1에서 각 scale은 특징맵 크기 (e.g., 10×

10)를 의미한다. Kernel은 컨볼루션 커널의 크기 (수용 

영역)이며, input과 output은 TEB 블록의 첫 번째 컨

볼루션과 마지막 컨볼루션의 필터 개수를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ratio는 채널 확장 계수이며 모듈에서 첫 번

째 컨볼루션을 수행할 때 해당 계수만큼 확장하였다.

모듈에서 깊이 별 컨볼루션은 일반 컨볼루션

(standard convolution) 대비 연산량을 크게 줄인 방

법이다. 식 (1)과 (2)를 통해 각 convolution 매개변수 

비교하였다.

  
 ××× 

  
 ×× 

깊이 별 컨볼루션의 경우 한 필터 내에서만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력되는 필터 개수를 고려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일반 컨볼루션 대비 적은 매개변수로 특징 

추출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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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oss function

제안하는 모델은 객체 분류를 위한 분류 손실 

(classification loss)과 경계 상자 회귀를 위한 지역화 

손실 (localization loss)의 합인 total loss를 사용하

였다. 먼저, classification loss는 식(3)과 같다.

  ∈
 

 log

 ∈ log








exp



exp




분류 손실은 모델이 예측한 객체 클래스 번호와 정

답 클래스 번호의 오차를 계산한다. 그리고, 경계 상자 

회귀 손실은 식 (4)와 같다.

    
∈




∈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특징맵 그리드의 중심점을 기

준으로 검출을 수행한다. 따라서 모델이 예측한 경계 

상자 좌표와 정답 경계 상자 좌표의 거리 오차를 계산

하는 것이 지역화 손실이다.

4. 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모델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해 사전 학

습 없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Tensorflow 

2.4.1 및 NVIDIA Geforce RTX 3090 X2 48GB 

GPU환경에서 실험하였다. Adam optimizer로 가중

치를 미세 조정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 변수 값은 0.01 

learning rate, 128 batch size 그리고 weight 

decay는 0.0005로 설정하였다. 모델의 학습 및 평가는 

공개 데이터셋인 PASCAL VOC2007+2012 [13]를 사

용하였다. 데이터셋 구성은 train dataset (8,324 

images), validation dataset (11,227 images)으로 

학습 및 검증하며, test dataset (4,952 images)을 사

용하여 다른 검출 방법과 비교하였다. 성능 평가 방법

으로는 식 (5)에서 설명하는 average precision (AP)

을 사용하였다.

 

∈ 

모델의 모든 클래스에 대한 추론 평가는 식 (6)과 

같이 전체 클래스의 평균값 mean Average Precision 

(mAP)으로 정의하였다.

  

 
  

4.1 Compare to Other Models

CNN을 이용한 객체 검출 모델의 경우 대표적으로 

YOLO와 SSD가 있다. 이러한 타겟 모델을 기반으로 

축소시킨 Tiny YOLO, Tiny SSD [7]와 검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2와 같이 제안된 방법의 성능 비교

를 나타내었다.

Table 2. Model evaluation results

Method Input Resolution mAP

Tiny YOLO[7] 416×416 57.1%

Tiny SSD[7] 300×300 61.3%

Tiny YOLOv3[12] 416×416 62.0%

Improved Tiny YOLOv3[12] 416×416 66.5%

Proposed 300×300 70.4%

제안된 모델의 경우 Improved Tiny YOLOv3 대

비 mAP가 약 3.9% 향상되었다. YOLO 계열 [14]의 

검출 모델보다 작은 입력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컨볼루션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 적은 매개변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입력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작은 객체와 같이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 정보

가 부족하다. 반면에, 기존 소형화 모델 구조에서 벗어

난 형태를 가지는 TEB block 기반의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검출 방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검출할 때 스케일이 다른 5개 특징맵으로 

검출을 수행하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가지고 있어 크고 작은 객체를 검출할 때 유리하다. 

PASCAL VOC 데이터셋은 총 20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Fig. 4의 검출 결과를 보면 크고 작은 객

체 모두 검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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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 detection result

4.2 Network Inference Time

실제 임베디드 장치와 유사한 싱글보드 형태인 라즈

베리 파이 4B (Raspberry Pi 4B)에서 다른 딥러닝 모

델과 추론 속도를 비교하였다. 비교하기에 앞서, 일반적

인 컨볼루션 연산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

나, 라즈베리파이의 경우 일반적인 GPU 장치와 달리 

가속 연산을 사용할 수 없어 모델 추론 속도가 매우 느

리다. 따라서, 가중치 값을 8비트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양자화를 수행한 후 비교하였다. 양자화 과

정을 거친 모델은 Fig. 5와 같이 추론 속도 측정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였다.

Fig. 5. Environment for measuring inference speed

그림 5에서 입력 (input)은 웹캠 카메라에서 획득한 

프레임을 의미한다. 모델 추론을 위해 제안하는 모델 

입력 해상도 (300×300)으로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였

다. 이후 네트워크의 추론을 진행하여 예측한 객체의 

신뢰도 값, 경계 상자 좌표, 그리고 예측한 클래스 번호

를 획득하였다. 일반적인 분류 모델의 경우 예측한 객

체의 신뢰도 값, 클래스 번호만 획득하며 추론 과정을 

종료한다. 그러나, 검출 모델은 입력 해상도에 검출 결

과를 표기해야 하므로 예측한 객체의 신뢰도 값을 바탕

으로 출력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론 속도 비교는 다음

과 같이 분류 및 검출 프로세스를 구분하여 측정하였으

며,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3. Inference time on raspberry pi 4B

Method Input Resolution Inference time(ms)

EfficientNet-B0 224×224 40.1

ResNet-50 224×224 236.4

MobileNetV1 224×224 55.2

MobileNetV2 300×300 68.4

SSD-MobileNetV2 300×300 81.5

Proposed 300×300 48.7

EfficientNet [15]은 neural architecture search 

(NAS) [16] 기반으로 설계된 경량 분류 네트워크이다. 

모델 추론 속도는 40.1ms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ResNet [17]은 skip-connection 알고리즘으로 설계

된 분류 네트워크이다. 모델의 구조가 깊어 느린 추론 

속도를 보였다. MobileNet [18,19]은 깊이 별 컨볼루

션을 최초로 제안한 분류 네트워크이며, ResNet보다 

비교적 빠른 추론 속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

된 SSD-MobileNetV2는 백본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특징을 SSD 모델로 구성한 방법으로, 검출 프로세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분류 네트워크보다 추론 속도가 느리

다.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본 네트워크 

(특징 추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 0.35 

BFLOPs를 기록하여 고속 추론이 가능하였다. 

EfficientNet-B0와 비교하였을 때 0.04 BFLOPs가 감

소 되었으나 추론 속도가 8.6ms만큼 느리다. 이는 입

력 해상도가 더 크고 검출 프로세스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경쟁력 있는 검출 속도임을 나타낸다.

5. 결론

본 논문은 소형 임베디드 장치에 이식하기 위한 경

량 객체 검출 모델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CNN 기반

의 객체 검출 방법과 달리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로 설계하였다. 모델 구성은 제안하는 TEB 

모듈을 반복해서 쌓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모델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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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는 공개 데이터셋인 PASCAL VOC를 사용하였

으며, 실험을 통해 기존 방법 대비 향상된 검출 정확도

를 보였다. 또한, 실제 임베디드 장치와 유사한 라즈베

리파이로 추론 시간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객체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이 소형 장치에

서 빠른 검출 속도를 보이며, 제안하는 모듈 구조가 기

존 경량 모델 대비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

구로 제안하는 모델 구조를 확장하여 다양한 비전 분야

에 적용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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