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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Bounding Box가 포함된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독립형 GUI 프

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직관적인 마우스 클릭 동작만으로 적은 수의 이미지 파일과 

annotation 파일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짧은 시간 내에 생성하고, 다양한 아키텍처의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셋 증강에 적용할 수 있다. 

키워드: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경계 박스 증강(Bounding Box Augmentation), GUI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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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Deep Mask, Mark R-CNN, YOLO 등 다양한 오픈 소스 Object 

Detection 모델 아키텍처의 공개와 함께 Deep Learning 기술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Object Detection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량의 고품질 이미지 

데이터셋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이도 쉽고 짧은 시간에 

생성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관심 객체가 

기업의 지적 재산과 관련된 경우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공유가 

요구되지 않는 독립형 GUI 형식의 Bounding Box 증강 이미지 

생성 도구가 필요하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객체 탐지용 이미지 데이터셋의 Annotation 포맷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는 ‘자동차’ 또는 ‘사람’과 같이 객체

들이 속하는 특정 카테고리별로 이미지 내의 구역을 분할하는 

Semantic segmentation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관심 객체를 개별적

으로 식별하는 Instance segmentation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 그 

밖에도 Panoptic segmentation과 Dept segmentation, Object 

localization, Image Classification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1, 2]. 그중에서 Instance Segmentation을 위한 Deep Learning 

기반 객체 탐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심 객체를 담은 이미지 

파일과 함께 이미지상에서 객체를 표시하는 사각형을 뜻하는 

Bounding Box의 위치와 크기 정보, 그리고 객체명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주석을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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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Bounding Box가 포함된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독립형 GUI 프로그램을 위하여 직관적인 

Mouse Click 동작만으로 적은 수의 이미지 파일과 annotation file로

부터 필요한 만큼의 Bounding Box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COCO, Pascal VOC, 그리고 YOLO 포맷으로 생성할 

수 있는 독립형 GUI 이미지 증강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Annotation 

도구인 labelImg[4]와 Labelme[5,6]를 사용하여 사람이 직접 생성한 

4032x3024 크기 16개의 원본 이미지 데이터셋을 본 연구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설정하고, 컴퓨터 자원의 부하를 덜기 위해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460x460으로 줄이는 전처리 설정과 최종 

생성될 증강 이미지의 크기를 256x256으로 지정한 후, 원본 이미지 

데이터셋의 100배인 1600개의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COCO, 

Pascal VOC, 그리고 YOLO 포맷으로 각각 생성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테스트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i7-8750H@2.20GHz 

CPU, 16GB RAM이다. Annotation file 포맷별로 증강 이미지 

생성시간과 YOLO, COCO 포맷을 이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정확도 

성능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의 처리와 기존 Dataset.map 을 이용한 

방법을 비교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YOLO
pascal 

voc
coco 평균

이미지 

생성 

소요시간

13.17 12.68 14.84 13.57

기존 

Dataset

정확도

73.8 na 26.66 50.23

연구 

처리 

적용 

정확도

89.3 na 12.35 50.82

Table 1. Image Creation Time and Accuracy (mAP) 

단위 : sec, mAP in %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Bounding Box가 포함된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독립형 GUI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Object Detection 

오픈 소스 모델 아키텍처인 YOLO v5와 Detectron2에 적용하여 

학습시키고(epochs: 500, batch_size: 64), 그 성능을 mAP(mean 

Average Precision in %)을 기준으로 관찰한 결과, 증강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은 73.8%와 

26.66%이었으며, 증강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을 때는 89.3%과 

12.35%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같은 양의 Bounding 

Box 증강 이미지 생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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