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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고해상도 원격탐사 영상을 이용한 YOLOv5기반 굴뚝 탐지

윤영웅1),2)·정형섭 3),4)†·이원진5)

YOLOv5-based Chimney Detection Using High Resolution 
Remote Sensing Images

Young-Woong Yoon1),2)·Hyung-Sup Jung 3),4)†·Won-Jin Lee5)

Abstract: Air pollution is social issue that has long-term and short-term harmful effect on the health of
animals, plants, and environments. Chimneys are the primary source of air pollutants that pollute the
atmosphere, so their location and type must be detected and monitored. Power plants and industrial
complexes where chimneys emit air pollutants, are much less accessible and have a large site, making
direct monitoring cost-inefficient and time-inefficient. As a result, research on detecting chimneys using
remote sensing data has recently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YOLOv5-based chimney detection model
was generated using BUAA-FFPP60 open dataset create for power plants in Hebei Province, Tianjin,
and Beijing, China. To improve the detection model’s performance, data split and data augmentation
techniques were used, and a training strategy was developed for optimal model generation. The model’s
performance was confirmed using various indicators such as precision and recall, and the model’s
performance was finally evaluated by comparing it to existing studies using the same dataset.
Key Words: Air pollution, Chimney, Remote sensing, Object detection, YOLOv5

요약: 대기오염은동식물의건강에장·단기적으로해로운영향을미치는사회적문제이다. 굴뚝은대기를오

염시키는대기오염물질의주배출원으로그위치와종류를탐지하고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굴뚝이위치한발전소및산업단지는접근성이많이떨어지고부지가넓어직접모니터링하기에는

비용적, 시간적으로비효율적이다. 따라서최근에는원격탐사자료를이용하여굴뚝을탐지하는연구가수행

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중국베이징, 톈진허베이성에위치한발전소를대상으로구축된 BUAA-FFPP6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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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기오염은인간의경제활동및산업활동으로인하

여인위적으로배출된먼지, 중금속, 화학물질들로인하

여대기가오염되는현상을의미하며, 인간을포함한동

식물의건강에직접적으로상당히해로운영향을미치

고사회·경제·환경적으로도심각한문제로자리잡았다

(Brunekreef andHolgate, 2002; Kampa and Castanas, 2008;

Wan et al., 2016). 이러한 대기오염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발생하는것이아닌전세계에서발생하는범

지구적문제이기때문에이를해결하고자하는연구가

다수진행되고있으며저감정책역시지속적으로수립

되고 있다 (Jacobson, 2009; Sportisse, 2007; Jiang et al.,

2013).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대기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대기오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하

는중요한숙제로남아있다(Zeng et al., 2019).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굴뚝은 대기오염물질 배

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 및 산업 부문 사업장

의주요배출원으로각종산업활동의부산물로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증기의 형태로 굴뚝을 통해 배출시키

게 된다 (Borhani and Noorpoor, 2020; Han et al., 2020;

Rajarathnam et al., 2014). 발전소, 시멘트공장, 철강공장

등대부분의사업장이굴뚝을통해대기오염물질을배

출하기때문에굴뚝의위치및작동여부를알면사업장

의 규모 및 대기오염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

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Lei et

al., 2011; Martin et al., 2003; Mele andMagazzino, 2020; Tang

et al., 2020; Yao et al., 2017). 이러한대기오염물질을배출

하는사업장은일반적으로넓은면적을가지고있고보

안, 안전등의이유로접근을제한하는경우가있다. 또

한, 국외에위치한사업장의경우우리나라에영향을미

치는것이명백하더라도직접자료를취득하거나조사

하기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원격탐사

자료를사용하여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자하였다.

원격탐사자료는직접조사하는것보다는정확도및신

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발전 및 산업시설과 같이 접

근이제한될수있는지역의자료를취득하기용이하며

시간과비용적측면에서도효율적이다. 이러한원격탐

사자료의장점을활용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을기대

할수있다(Chang et al., 2011; Christenson and Serre, 2015).

한편, 최근딥러닝기술의발전은원격탐사분야연구

에많은변화를가져오고있다. 분류, 회귀, 의미론적분

할과같은딥러닝모델을통해속도및정확도적측면에

서상당한개선이이루어졌으며관련한많은연구가활

발하게진행되고있다(Baek and Jung, 2021; Diakogiannis

et al., 2020; Jung and Lee, 2019). 본연구에서사용한객체

탐지모델은영상에존재하는객체의종류및위치를함

께탐지하는기법으로꾸준한발전을통해상당한수준

의 속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 Zhang and Deng

(2019)은 다양한 객체 탐지 모델을 사용하여 굴뚝을 탐

지하였으며모델별로성능을비교하였다. 해당논문은

다양한구조를가지고있는모델들을비교하면서연구

환경및상황에따라굴뚝탐지에는어떤모델을적용하

는것이가장적합한지제시해주었다. 하지만사용된모

델의속도및성능적인부분에서실시간모니터링을위

해사용하기에는다소아쉬운결과를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비교적최근모델이며속도및정

확도적측면에서우수한평가를받고있는 YOLOv5 모

델을 사용하여 굴뚝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You Only

Look Once (YOLO)는 지난 2016년 발표된 one-stage방

식의 객체 탐지 모델로 기존의 모델에 비해 성능은 다

소떨어지지만매우빠른속도의추론과정을보이며실

시간객체탐지가가능하다고여겨져상당히각광받고

있는 모델이다(Redmon et al., 2016). YOLOv5는 이러한

YOLO에서파생된 5번째버전모델을의미하며 2020년

발표되어속도및정확도측면에서최고수준을의미하

는 State-of-the-Art (SOTA)를기록한최신모델이다(Wu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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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데이터세트를활용하여 YOLOv5기반의굴뚝탐지모델을제작하였다. 탐지모델의성능을향상시키기위

하여 데이터 분할과 데이터 증강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적의 모델 제작을 위한 학습 전략을 세웠다. 학습이

완료된모델은 precision, recall과같은각종지표를통해성능을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동일한데이터세트

를사용한기존연구와의비교를통해모델의성능을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원격탐사 영상을 사용하여

YOLOv5 기반의굴뚝탐지모델을구축하고그성능을

확인하였다. 굴뚝 탐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 세트는 우리나라 대기환경오염에 상당히 영향

을미치는중국의발전·산업단지를대상으로취득된 1

m급 고해상도 원격탐사 영상으로 종류 및 작동여부에

따라 4개의클래스로굴뚝을구분하고있다. 굴뚝탐지

모델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하여데이터분할및다양

한 데이터 증강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모델의 성능은

precision, recall, mean Average Precision (mAP)와같은평

가지표와 Precision-recall curve를생성하여평가하였다.

생성한평가지표를동일한데이터세트를사용한기존

연구의 결과와의 비교하여 모델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였다.

2. 연구 지역 및 자료

1) 연구 지역

중국의대기오염은매우심각한문제이며우리나라

의대기환경에도큰영향을미친다(Woo et al., 2018). 다

수의중국산업지대가중국동쪽해안가에위치하기때

문에편서풍의영향으로인하여중국에서발생한대기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까지 전달되어 직접적으로 피해

를입히고있다. 본연구의연구지역인수도베이징및

인근 톈진, 허베이 성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발전

소및산업시설이다수포진되어있는지역으로중국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Huang et

al., 2018; Li et al., 2018). 특히해당지역은지난 2015년중

국에서발표한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로인하여수도

및인근낙후지역을개발하면서대기오염이더욱심화

되었으며수도권대기오염개선을위해강력한미세먼

지저감정책을수행하였으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도시외곽지역으로이동하였을뿐오염도는크게개

선되지않았다(Lu et al., 2018; Wei et al., 2017). 한편, Kim

et al. (2020)의연구에서베이징인근지역에서발생한고

농도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을 밝혀낸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

는국외대기오염물질배출원모니터링을위해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에 위치한 발전 및 산업시설의 굴뚝을

탐지하고작동여부를판단하였다. Fig. 1을통해연구지

역및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모습을확인할수있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에 해당하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구축된 BUAA-

FFPP60 오픈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다(Zhang and

Deng, 2019). BUAA-FFPP60 데이터세트는중국Beihang

University에서 수집 및 제작한 데이터 세트로 약 123

km2 면적에 달하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 지역의 발

전소에 위치한 굴뚝 및 응축탑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데이터세트의특징은연기발생여부에따라굴뚝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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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of this study: (a) location of Hebei province, Tianjin, Beijing and (b) source of air pollutant emissions.



동여부를 구분하여 클래스를 나누어 총 4개의 클래스

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데이터 세트는 Google

Earth를통해 1 m급의해상도로취득되었으며 500 × 500
과 700 × 1250의두가지종류의크기로제작되었다(Han

et al., 2020). 데이터셋의형식은 PASCAL VOC이며, 318

장의원본데이터가반전혹은 90°회전을통해 861장으

로증가되어훈련데이터로사용되었고, 변형이적용되

지않은 31장의평가데이터로이루어져있다. 연구자료

는 Fig. 2를통해확인할수있다.

3. 연구 방법

1) 연구 과정

본연구는 Fig. 3의흐름에따라수행되었다. 먼저앞

서 설명하였던 BUAA-FFPP60 데이터 세트를 데이터

분할을 통해 독립된 훈련, 검증, 평가 데이터로 분할하

고훈련데이터에대해데이터증강기법을적용하여데

이터의양을증가시켜주었다. 이렇게전처리가완료된

훈련데이터및검증데이터와최적의학습전략을통해

YOLOv5기반굴뚝탐지모델을학습하고, 평가데이터

를통해모델의성능을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제작된

굴뚝탐지모델을동일한데이터세트를사용한기존의

연구결과와비교함으로써연구를마무리하였다.

2) 데이터 분할

본격적으로굴뚝탐지모델을제작하기에앞서모델

의원활한학습과강건함을위하여데이터분할을수행

하였다. BUAA-FFPP60 데이터 세트는 훈련 데이터와

평가데이터로나누어져구축되어있으나, 평가데이터

를 훈련 시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독

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318장의 원본데이터에

해당하는데이터중검증데이터를따로분할하였다. 따

라서학습및가중치업데이트에사용되는훈련데이터,

학습과정에서모델을검증하는검증데이터, 그리고최

종적으로학습된모델의성능을평가하기위해서만사

용하는평가데이터로데이터셋을분할하였으며, 각데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6-2, 2022

– 1680 –

Fig. 2.  BUAA-FFPP60 dataset.

Fig. 3.  The flowchart of data processing.



이터셋은서로중복되지않도록하였다. 각데이터의용

도는 Table 1에서확인할수있다.

3) 데이터 증강

데이터 증강은 총 8개의 기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각각무작위회전, 무작위반전, 흐림효과, 무작위밝기

변화, 무작위 감마 변화, 흑백 변화, Contras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CLAHE), 영상압축이

다(Fig. 4). 본연구에서사용된데이터증강기법은데이

터의모양을바꾸는기법과데이터의값을변화시키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무작위 회전은 영상을

90°, 180°, 270°중 하나의 각도를 정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무작위 반전

은상하반전, 좌우반전, 상하좌우반전중하나를적용

하여데이터를증가시키는방법이다. 두방법은데이터

본연의값을바꾸지않으면서데이터의다양성을증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굴뚝의 경우 촬영 방향

및각도에따라다른방향으로기울어지게영상화될수

있기 때문에 회전 및 반전을 통해 다양한 모양을 학습

함으로써모델의일반화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

다음으로흐림효과는영상에흐림필터링을적용시

켜영상을변형시키는기법으로, 본연구에서는중간값

필터링을통해영상에흐림효과를적용하였다. 무작위

밝기 변화는 영상의 밝기와 대비를 조정, 무작위 감마

변화는영상의감마값을조정하여영상을변형시키는

기법이다. 흑백 변화는 RGB로 표현된 영상을 흑백 영

상으로 변화시키는 기법, CLAHE는 영상을 일정한 블

록단위로나누어히스토그램균일화를적용하는기법,

영상압축은의도적으로영상의해상도를낮추는기법

이다. 이러한기법들은데이터의값을조작하여변형시

키는기법으로자칫잘못하면데이터의특징과전혀맞

지 않는 값이 입력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본연구에서는다양한증강기법을테스트하고적

절한기법을선택하여적용하였다.

8종의데이터증강기법외에모자이크기법이별도

로적용되었다. 모자이크기법은 4장의영상을 1장의영

상으로만드는기법으로현재배치에서다루고있는영

상에 무작위로 선별한 3장의 이미지를 합쳐서 정해진

크기의모자이크영상을생성한다. 이렇게모자이크영

상을만들면작은객체가많아져서작은물체에약점을

보이는 YOLO모델의단점을해소하는데도움을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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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ugmented images: (a) random rotation, (b) random flip, (c) blur, (d) random brightness, (e) random gamma, (f)
togray, (g) CLAHE, and (h) image compression.

Table 1.  Usage of data
Training Updating Testing

Training data O O X
Validation data O X O
Testing data X X O



있으며, 1장의영상으로 4장의영상을학습하는효과를

가져 적은 배치 크기로도 학습이 용이하다(Dadboud et

al., 2021). 또한, 모자이크기법을적용한후영상을정해

진크기대로잘라서사용하므로입력영상의크기가달

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자이크 기법이

적용된학습데이터는 Fig. 5에서확인할수있다.

4) 모델 구조

본연구에서는굴뚝탐지를위해 YOLOv5 모델을사

용하였다(Fig. 6). YOLOv5는특징을추출하는Backbone,

특징을 융합하여 성능을 고도화하는 Neck, 고도화된

특징을 bounding box (BB)로 변환하는 Head로 이루어

져 있다. 먼저 Backbone은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을 통

해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크기의 특성 맵을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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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ple images of mosaic augmentation.

Fig. 6.  Architecture of YOLOv5.



부분으로 특성 맵을 추출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Convolution layer + BatchNormalization + Sigmoid Linear

Unit (CBS) 블록, 특성 맵의 일부에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나머지부분과통합시키는 Cross Stage Partial

Network Bottleneck with 3 Convolutions (C3) 블록, 특

성 맵을 다양한 크기의 필터로 풀링 후 다시 합쳐주는

Spatial Pyramid Pooling – Fast (SPPF) 블록으로이루어져

있다. Neck은 다양한 크기로 생성된 특성 맵을 path

aggregation network (PAN)을사용하여융합함으로써낮

은 레벨의 특성과 높은 레벨의 특성을 섞어준다. 마지

막으로Head는컨볼루션연산을통해Neck에서출력된

특성을 BB파라미터, class confidence, object confidence

로변환한다(Jang et al., 2021).

YOLOv5의경우모델의복잡성및크기에따라Nano,

Small, Medium, Large, Xlarge로 나누어 제공된다. 본 연

구에서사용된데이터세트의크기가크지않으며모니

터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때문에속도는다소느리지만정확성이가

장 높은 YOLOv5x (Xlarge) 모델을 사용하여 굴뚝 탐지

모델을학습하였다.

5) 성능 평가

평가데이터를활용하여학습이완료된모델의성능

을평가하였다. 본연구에서는 Table 2와같이 confusion

matrix를 생성하여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한지표인 precision, recall을계산하였으며, 두값의조화

평균인 F1 score를구하여성능을평가하였다. 또한, x축

을 recall, y축을 precision으로하며 threshold를변화시키

면서두값을도시하는 precision-recall curve를생성하여

그래프 밑 면적 즉, 모델의 average precision (AP)를 계

산하여성능을확인하였다. 생성된평가지표는동일데

이터세트를사용한타연구의결과와비교하였으며추

가로제작된굴뚝탐지모델의범용성을확인하기위하

여연구지역이외의지역에서취득한영상을추론해보

았다.

4. 연구 결과

1) 모델 학습전략

최적의 모델 학습을 위해서 병렬처리, 미세조정, 반

복학습의학습전략을세워학습을수행하였다. 먼저병

렬처리는다중GPU를사용하여학습하는방법으로학

습속도를높이고메모리사용량의부담을낮출수있다

(Pal et al., 2019). 다음으로미세조정은학습을위해사용

되는 Learning rate, Momentum, Weight decay등의 파라

미터를조정하여모델의정확도를더욱높이는방법이

다(Shankar et al., 2020). 본연구에서는최적의파라미터를

찾기위한사전학습을먼저수행하고, 이를바탕으로선

정된파라미터를사용하여최종학습을수행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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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usion matrix
Actual

Working 
Chimney

Unworking 
Chimney

Working 
Condensing Tower

Unworking 
Condensing Tower

Prediction

Working 
Chimney True WC False WC False WC False WC

Unworking 
Chimney False UC True UC False UC False UC

Working 
Condensing Tower False WCT False WCT True WCT False WCT

Unworking 
Condensing Tower False UCT False UCT False UCT True UCT

Table 3.  Hyperparameter values
Hyperparameters Value
Learning rate 1e-3
Momentum 0.937
Weight decay 5e-4
Optimizer SGD
Epoch 100
Iteration 3



지막으로반복학습은말그대로학습을여러번수행하

는것으로데이터를증강하는부분부터다시수행함으

로써데이터의다양성을증대하고, 더욱강건한모델을

제작할수있다(He and Schomaker, 2019). 이러한학습전

략을통해최종적으로제작한모델의파라미터는 Table

3에서확인할수있다.

2) 모델 추론 결과

학습된모델에평가데이터를적용하여추론해본결

과 Fig. 7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었다. 대체로굴뚝의

위치및종류를잘탐지한모습을볼수있으며 confidence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Fig. 7(d)를 살펴

보면굴뚝이아닌객체를굴뚝으로오탐지하는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작동 중인 굴뚝 옆의 굴뚝과 유사

하게보일수있는밝은물체로인하여 bounding box를

결정하는과정에서오류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

제작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

구지역외의다른지역에서취득한굴뚝영상을탐지해

보았다. 다른 지역의 영상은 사용 데이터와 동일하게

Google Earth에서취득하였으며, (1) 연구지역인근이면

서발전소및산업단지가많이위치해있어대기오염물

질 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중국 산둥 성의 발전소와 (2)

국내발전소의영상을사용하였다.

산둥성발전소의경우사용데이터와동일한나라에

위치한발전소이므로굴뚝및응축탑의형태가유사하

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Fig. 8(a, b)를 보면 굴뚝의 종

류 및 작동여부를 잘 탐지하였으며, confidence도 높은

것을확인할수있다.

한편, 국내 발전소의 경우 굴뚝의 형태가 중국 발전

소와 차이가 있고 응축탑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Fig.

8(c, d)를 보면 비록 모든 굴뚝을 탐지하지는 못하였으

나 탐지한 굴뚝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confidence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델

이연구지역에만국한된성능을보이는모델이아닌어

느정도범용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으

며, 이는 추후 더욱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

여모델을제작하였을때성능을높이기에유리하다.

3) 성능지표

굴뚝 탐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모델의

confusion matrix를 생성하였고, 클래스별로 precision,

recall을 계산하였다. 좀 더 정확한 모델의 성능을 구하

기위해 precision과 recall의조화평균인 F1 score를구하

여모델의성능을확인하였고그결과작동하고있지않

은 응축탑의 F1 score가 0.968로 가장 높았으며, 작동하

고있지않는굴뚝이 0.755로가장낮았다. 또한, 전체모

델의 F1 score가 0.873으로상당히높은것을확인할수

있었다(Table 4). 추가로 precision-recall curve를 통해 모

델의 AP를 확인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응축탑이 0.976으로 가장 높은 값을, 작동하고 있

지않은굴뚝이 0.739로가장낮은값을보였다(Fig. 9).

또한, 동일데이터세트를활용하여다른객체탐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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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images: (a-e) test images and inference resul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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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 Images: (a-b) power plants located in Shandong province and (c-d) chimneys located in South Korea.

Table 4.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Class Precision Recall F1 score

Working Chimney 0.985 0.744 0.848
Unworking Chimney 0.859 0.674 0.755

Working Condensing Tower 0.955 0.890 0.921
Unworking Condensing Tower 0.994 0.944 0.968

Total 0.948 0.813 0.873



델을기반으로굴뚝을탐지한타연구와의비교를수행

하였다(Table 5). 비교결과본연구에서사용한YOLOv5

기반의 굴뚝 탐지 모델이 굴뚝의 종류, 작동여부와 상

관없이모든클래스에서성능이향상한것을확인할수

있었으며 전체 클래스의 mAP를 비교하였을 때, 기존

최상결과대비 0.049만큼성능이향상되었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중국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을대상

으로구축된굴뚝데이터세트를활용하여 YOLOv5기

반의 굴뚝 탐지 모델을 제작하였다. 모델의 성능 향상

및강건성증대를위해데이터분할및 9종의데이터증

강기법을적용하였으며, YOLOv5 모델은가장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YOLOv5x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

적의모델을제작하기위한학습전략을세워학습을수

행하였고평가데이터를활용하여제작된모델을확인

하였다. 그 결과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굴뚝을 상당히

잘찾는모습을볼수있었으며성능지표상으로도 0.873

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추가로 연구지역 외의

지역에서취득한데이터를제작한모델을통해추론해

본 결과 전혀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굴뚝이 잘 탐

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일

반화 성능 역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동일한데이터세트를사용한기존연구와의비교

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다시 한번 평가하였고 본 연구

에서사용한 YOLOv5 모델이가장우수하다는결론을

얻을수있었다. 이러한연구결과는원격탐사자료를활

용하여 국내외 대기오염 배출원을 모니터링하는 연구

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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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cision-recall curve.

Table 5.  Comparison of performance

Model
Chimney Condensing Tower

mAP
Working Unworking Working Unworking

Faster R-CNN 0.698 0.660 0.928 0.965 0.813
FPN 0.688 0.724 0.925 0.973 0.827
R-FCN 0.595 0.679 0.914 0.950 0.785
DCN 0.543 0.570 0.867 0.915 0.723
SSD 0.532 0.603 0.896 0.951 0.746
DSSD 0.534 0.604 0.888 0.915 0.738
YOLOv3 0.553 0.585 0.877 0.940 0.739
RetinaNet 0.656 0.673 0.931 0.960 0.808
YOLOv5 0.823 0.739 0.937 0.976 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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