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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상 인식 분야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의 비전(Vision) 검사도 기존의 규칙 기반(Rule-based) 검사 

알고리즘(Algorith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딥러닝 기반의 

다양한 검사 방법이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은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정확도(Accuracy)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기법을 적용하여 조명 설계 

및 피사체의 촬상을 위한 정밀 위치 보정 장치가 없고 주변 부품에 의한 

가려짐(Occlusion)이 발생할 수 있는 제조 현장에서 스크류 조립 누락 

검사의 가성 불량(False Negative)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험을 위해 양품 대비 상대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불량 이미지 

데이터를 영상 증량법(Image Augmentation)을 통해 증대하였고 딥러닝 

기반 비전 검사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전체 데이터셋(Dataset)에 대한 

수동 레이블링(Labeling)이 요구되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방식을 준 지도 학습(Semi Supervised Learning)으로 변경하고 자기 

훈련(Self-training)을 통해 수동 레이블링의 비율을 최소화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사 속도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 경량화 및 엔비디아 텐서알티 

라이브러리(NVIDIA TensorRTTM Library)를 적용하여 경량 

하드웨어(Hardware)에서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추론(Inference) 속도를 

보이는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정확도와 F1 점수(Score)로 성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영상 인식, 딥러닝, 객체 검출, 준 지도 학습, 네트워크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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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제조 자동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불량 검출을 목적으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많은 영상 검사기들이 개발되어 불량의 후공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 검사기들은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균일한 조명, 피사체의 

정위치 및 주변 객체에 의해 검사 대상이 가리워지지 않은 환경 내에서 

치수 측정, 조립 유무 검사, 이물질(Foreign Material) 검사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사를 위한 환경 구축이 미흡한 

경우 조명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 편차 또는 영상을 

취득(Acquisition)하는 카메라(Camera)와 렌즈(Lens)의 조건에 따라 

원근(Perspective)이 적용된 이미지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오검출율을 

높이고 검사기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품의 정위치 장치와 암실을 포함한 조명 설계로 주변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사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대형 가전의 경우 검사를 위한 환경 

구축에 많은 공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검사기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별도의 환경 구축이 없는 경우에도 조립 유무 검사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육안을 통한 정확한 판별은 가능하다. 치수 측정 검사나 

미세한 이물 검사와는 달리 인간의 인지 능력은 조명의 변화, 주변 

 

그림 1. 연구 배경 



 

 

 

 

2

부품에 의한 일부 가려짐, 원근에 의한 이미지 변형에도 강건하다.  

이런 인간의 신경망의 개념을 차용한 딥러닝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상 검사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특정 특징만을 바탕으로 조립 유무를 판정하는 규칙 기반의 

검사보다 높은 정확도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조명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밀 정위치 장치 없이 

제조 현장에서 진행중인 규칙 기반의 스크류 체결 유무 검사기에서 

확보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Faster R-CNN [1], RetinaNet [2], 

YOLOv3 [3]와 같은 딥러닝 기반의 다양한 객체 검출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오검출을 줄이고 검사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대적으로 빠른 학습과 안정적인 추론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4]을 적용하여 COCO (Common 

Objects in Context) [5]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Pre-trained)된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제조 현장에서 확보 가능한 

양품과 불량의 데이터셋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족한 불량의 

이미지는 영상 증량법을 이용하여 증가시켰으며 네트워크 압축 기법 중 

필터 가지치기(Filter Pruning) [6]를 활용하여 보다 적은 필터 수로 

기존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경량화 된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엔비디아 텐서알티 라이브러리 [7]를 적용하여 양자화(Quantization) 

[8], 계층 통합, 커널(Kernel) 최적화를 통해 경량 하드웨어인 엔비디아 

젯슨 나노(NVIDIA Jetson Nano) 에서도 현장 적용 가능한 

추론(Inference) 시간 최소화를 구현하였다. 

 

무엇보다 딥러닝 지도학습 시 발생하게 되는 객체 경계 상자 

레이블링 작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 지도 학습의 기법 중 하나인 

자기 훈련 [9]을 통해 최소한의 수동 레이블링만으로도 지도 학습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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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보고서 구성 

 

제 2 장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아키텍처와 성능 향상을 위한 전이 

학습, 앙상블 학습, 준 지도 학습 및 네트워크 경량화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제 3 장에서는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들 및 평가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 4 장에서는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 실험 

환경과 제안하는 방법을 통한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개선 방안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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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포아송 이미지 편집 

포아송 이미지 편집(Poisson Image Editing) [10] 기법은 사람의 

시각의 경우 절대적인 이미지 픽셀 값을 알 수는 없지만 값들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은 포아송 방정식을 적용하는 기울기(Gradient) 기반의 

영상 처리 방식으로 목표(Target) 이미지에서의 기울기와 재료(Source) 

영상에서의 기울기의 차이가 최소화되고 경계인 ∂Ω 에서 목표와 재료 

이미지의 픽셀 값은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림 2.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 [10] 

 

[그림 2]에서 퐯  는 재료 이미지 선택 영역의 기울기, g 는 재료 

이미지에서 선택된 영상을 의미하고 푓∗  는 목표 이미지, 푓  는 합성 

이미지, Ω 는 g 의 배경이 되는 목표 이미지를, ∂Ω 는 목표 이미지와 

합성 이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 포아송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min |∇푓 −  퐯|  푤푖푡ℎ  푓| Ω  =  푓∗| Ω ,  (1) 

식 (1)에서 Gradient ∇. =
∂.
∂x +

∂.
∂y          

 
   Δ푓 =  div 퐯 over Ω  with 푓| Ω  =  푓∗| Ω ,   (2) 

식 (2)에서 Laplacian ∆. =
휕 .
휕 푥 +

휕 .
휕 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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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송 이미지 편집은 영상을 그대로 잘라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 보간(Interpolation)을 통해 목표 이미지와 재료 이미지 선택 

영역을 합성한다. 식 (2) 와 같이 경계에서는 합성 이미지의 경계값이 

목표 이미지의 경계값과 같다는 조건과 경계 내부에서는 한 픽셀(Pixel) 

을 4 배하여 주변 네 픽셀의 합과의 차인 라플라시안(Laplacian)을 

이용하여 재료 이미지 선택 영역과 합성 이미지의 라플라시안이 같다는 

선형 방정식을 도출하여 합성 이미지의 픽셀 값을 구한다.  

포아송 이미지 편집은 이음새가 없는(Seamless) 편집에 효과적이고 

사용이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목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재료의 경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자연스러운 편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2. 전이 학습 

 

보유한 데이터셋의 수량이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 영역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사전 학습된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이 학습이 있다. 영상 

처리 분야의 경우 Pascal VOC (Visual Object Classes) [11], ImageNet 

[12] 및 COCO 등의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 전이 학습에 이용되고 있다. 전이 학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유한 데이터셋이 아주 작을 경우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하는 계층의 매개변수는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된 모델에서 그대로 차용하고 최종 분류를 담당하는 계층의 

매개변수만 보유된 데이터셋을 적용하여 세부 조정(Fine Tuning)하는 

방법이 있다. 보유한 데이터셋이 큰 경우는 사전 학습된 전체 계층에 

대해 보유한 데이터셋의 학습을 통한 매개변수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성능 향상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의료 분야와 

같이 충분한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힘든 영역의 경우에도 다른 

도메인(Domain)의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통해 추출된 특징을 

보유한 사전 학습된 매개변수를 차용할 경우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전이 학습의 주요한 목적은 유관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된 지식(Knowledge)을 활용하여 향상된 성능을 도출함이다. 



 

 

 

 

6

 

 

  

2.3. 규칙 기반 객체 검출 알고리즘 

 

규칙 기반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딥러닝과 달리 등록된 

이미지로부터 정해진 규칙에 근거하여 객체의 특징(Feature)을 

추출하거나 템플릿(Template)을 통해 객체 검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규칙을 정하는 엔지니어의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모든 규칙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균일한 검사 조건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조명이 균일하고 주변 

부품에 의해 가려짐이 없고 피사체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이물 검사, 치수 측정, 부품 유무 검사 등에서 높은 정확도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에서 활용되는 특징 기술자(Feature 

Descriptor) 중 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13]는 기존 

해리스 코너(Harris Corner) [14]가 나타낸 변경된 배율의 객체에 대한 

대응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SIFT 는 배율(Scale) 공간 내 특징점 검출(Scale Space Extrema 

Detection), 특징점 선별(Keypoint Localization), 방향 설정(Orientation 

Assignment), 특징 기술자 추출(Keypoint Descriptor)의 총 4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3. 전이 학습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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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과 특징점 검출의 단계에서는 이미지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배율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각 배율의 이미지에 

가우시안(Gaussian) 커널의 표준 편차를 증가시키며 가우시안 이미지를 

생성하고 DoG (Difference of Gaussians) 이미지를 도출한다. 

기준점으로부터 주위의 8 개, 다른 배율의 상,하 이미지의 기준점을 

중심으로하는 각 9 개의 점들과 비교하여 최대이거나 최소이면 특징점이 

된다.  

 

특징점 선별의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선정된 특징점 후보들 중 

주변 픽셀 값과 비교하여 낮은 대비(Contrast)를 보이는 점들을 

제거하고 에지 부근의 특징점 후보도 해리스 코너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 제거한다.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특징점의 기울기를 통한 방향 

정보를 구한다. 0 도에서 360 도를 10 도 간격으로 구분하여 36 개의 

계급(Bin)으로 구분하여 특징점 인근 픽셀들의 방향과 크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가장 큰 크기를 갖는 방향을 주방향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특징 기술자 추출의 단계에서는 특징점 방향으로 

좌표축을 회전시키고 특징점 주위의 4×4 크기의 영역을 42 개 만들어 

각 영역에 대해 8 개의 방향을 계산하고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128 차원의 기술자를 확보한다. 등록된 객체의 이미지를 통해 

128 차원의 특징 기술자들을 도출하고 실제 검사 이미지에서 도출된 

특징 기술자들과의 거리 측정의 방법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진다. 복잡한 

 

그림 4. SIFT 특징점  



 

 

 

 

8

형상을 가진 특징점이 풍부한 객체 이미지의 경우 SIFT 적용 시 높은 

매칭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특징 추출을 위한 방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객체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머신 비전(Machine Vision) 상용 라이브러리(Library) 도구 중 

지리적 기술(Geometric Description)을 활용하는 기법이 있다. 유사성이 

떨어지는 픽셀(Pixel) 값을 갖는 두 지역 사이 경계 점들의 집합이 

특징으로 추출되고 특징들의 집합은 패턴(Pattern)으로 표현되며 실제 

검사 이미지(Run-Time Image) 상 어느 곳의 패턴과 유사한 객체가 

존재하고 얼마나 매칭(Matching)되는 지의 점수(Score)를 계산하여 

합부가 판정되는 방식이다. 

 

템플릿 매칭 [15]은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 영역의 

템플릿 이미지와 실제 검사 이미지 상의 전체 영역을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방식을 통해 가장 유사한 객체를 검출 해내는 

방법이다. 템플릿과 실제 검사 이미지의 영역간의 상관 계수를 계산하는 

여러 방법들 중 정규화된 상관 계수(Normalized Correlation 

Coefficient)는  식 (3) 과 같이 표현 된다. 

 

 

 

그림 5. SIFT 특징 기술자를 적용한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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푅(푥, 푦) =

훴 (푇 (푥 , 푦 ) ∙ 퐼 (푥 + 푥 , 푦 + 푦 ))

훴 푇 (푥 , 푦 ) ∙ 훴 퐼 (푥 + 푥 , 푦 + 푦 )
 

(3) 

식 (3) 에서 푇 (푥 , 푦 ) =  푇(푥 , 푦 ) − 1 ∕ (푤 ∙ ℎ) ∙ 훴 푇(푥 , 푦 ) 
  퐼 (푥 + 푥 , 푦 + 푦 ) =  퐼(푥 + 푥 , 푦 + 푦 ) − 1 ∕ (푤 ∙ ℎ) ∙ 훴 퐼(푥 + 푥 , 푦 + 푦 ) 

 

식 (3) 에서 푅  은 각 ( 푥, 푦 ) 위치에서 결과 행렬, 푇  는 템플릿의 

행렬, 퐼  는 검사 대상 이미지의 행렬, 푤 와 ℎ  는 각각 템플릿의 폭과 

높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비전 검사 시 피사체의 회전, 배율의 변화, 

소폭의 조명 변화 발생에도 대응이 가능한 개선된 방법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2.4. 앙상블 학습 

 

객체 검출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 앙상블 학습이 

있다. 단일 네트워크로 출력된 결과보다 여러 개의 약하게 학습된 

모델(Weak Learner)의 결과를 결합할 때 보다 나은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배깅(Bagging) [16] 및 부스팅(Boosting) [17]이 

주요 앙상블 학습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드웨어 자원의 문제가 

없다면 정확도 성능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체나 

딥러닝 성능 평가 대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는 편이다. 

 

 

 

그림 6.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예시 

검사 대상 이미지 템플릿 슬라이딩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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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배깅 

배깅은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복원 랜덤 추출을 통해 n 개의 서브 

셋(Subset) 을 구성하고 n 개의 검출 네트워크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 시 각 약하게 학습된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 평균, 또는 

가중치가 부여된 평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배깅을 통해 각 이미지에서 

도출된 결과들의 평균값을 취함으로써 과적합(Overfitting)을 피할 수 

있다.  

 

 

2.4.2. 부스팅  

부스팅은 맞추기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n 개의 약하게 학습된 모델은 순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전의 학습 결과에 따라 정답에는 낮은 가중치를, 오답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학습을 진행하게 되므로 오답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림 7. 배깅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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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 

 

2.5.1. 2-스테이지 아키텍처 

 Faster R-CNN 은 영역 제안(Region Proposal)과 객체 분류 

(Classification)/경계 상자 추정(Bounding Box Regression)의 2-

스테이지의 구조로 영역 제안 네트워크(Region Proposal Networks)를 

모델 내부로 통합한 구조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영역 제안(Region 

Proposal)의 방법으로 선택 탐색(Selective Search) [18] 기법을 

사용하였다. 선택 탐색은 모든 영역에 대한 색상(Color), 주변 픽셀 값 

들의 변화량(Texture), 영역들의 크기(Size), 후보 경계 상자와의 크기  

차이(Fill)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그룹셋(Group Set)을 생성, 유사성이 

가장 높은 영역들을 통합하고 인접한 영역들에 대한 유사성 계산을 

반복하여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와 크기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합성곱 신경망(CNN)과는 별개로 CPU 를 통해 연산이 수행되어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역 제안 네트워크를 모델 

내부로 통합하여 Fast R-CNN [19] 대비 10 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였다.  

Faster R-CNN 의 주요 구조는 영역 제안 네트워크, 객체 검출, 

합성곱 신경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 제안 네트워크는 입력 

 

그림 8. 부스팅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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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 객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경계 상자로 제안하는 

네트워크이다.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농축된 정보를 보유한 마지막 

합성곱 특징 맵(Convolutional Feature Map)에 각 셀에 해당하는 입력된 

이미지의 위치에서의 앵커 상자(Anchor Box)들과 실제 위치 

상자(Ground Truth) 의 IoU (Intersection over Union) 를 계산하여 

긍정(Positive) 또는 부정(Negative)으로 구분한다. 2015 년 Ren 의 논문 

[1]에서는 앵커상자를 1282, 2562, 5122의 크기 배율(Scales)에 1:1, 1:2, 

2:1 의 화면 비율(Aspect Ratio)로 총 9 개를 적용하였다. 1000×600 의 

이미지에 대해 VGG [20]를 기본 뼈대(Backbone) 합성곱 신경망으로 

적용하였을 때 영역 제안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영역 제안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한 미니배치(Mini Batch)는 한 장의 

이미지의 긍정과 부정의 앵커들로 이루어지며 256 개의 앵커들을 1:1 의 

비율로 표본 추출(Sampling)한다. 긍정 샘플이 적을 경우, 부정 샘플로 

보충한다.  영역 제안 네트워크의 학습은 중간 계층(Intermediate Layer) 

과 분류/경계 상자 추정 계층의 가중치(Weights)값들의 최적값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역 제안 네트워크의 손실 함수(Loss Function)는 

수식 (4) 와 같다.  

 

그림 9. 영역 제안 네트워크 구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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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퐿({푝 }, {푡 }) =
1

푁
퐿 (푝  , 푝∗)  + 휆

1
푁

 푝∗ 퐿 (푡  , 푡 ∗)  (4) 

 

· 푖 : 미니 배치에서의 앵커 지표(Index) 

· 푝  : 앵커 푖 의 객체 여부 예측 확률 

· 푝∗ : 실제 레이블(Ground Truth Label), 1 = 긍정(객체), 0= 부정(배경) 

· 푡   : 예측된 경계 상자의 좌표(x, y, width, height) 

· 푡 ∗ : 긍정 앵커와 관련 있는 실제 위치 상자 

· 퐿  : 객체 여부, 두 클래스에 대한 로그(Log) 손실 

· 퐿  : 객체가 있을 경우 손실 함수, Smooth L1 손실 함수 사용 

· 푁  : 미니 배치 크기 정규화(Normalization) 값  

· 푁  : 앵커 위치들의 개수 정규화 값 

· 휆 : 객체 판정과 경계 상자 추정 간 손실 함수들을 동등하게 비교하기  

    위한 가중치 

 

경계 상자 추정을 위한  푡  , 푡 ∗ 의 좌표값은 식 (5),(6),(7),(8)과 같다. 

 

 

 
푡 = (푥 − 푥 ) 푤  ⁄ , 푡 = (푦 − 푦 ) ℎ⁄  (5) 

   
푡 = 푙표푔(푤 푤⁄ ),   푡 = 푙표푔(ℎ ℎ⁄ ) (6) 

   
푡 ∗ = (푥∗ − 푥 ) 푤⁄  ,   푡 ∗ = (푦∗ − 푦 ) ℎ⁄  (7) 

   
푡 ∗ = 푙표푔(푤∗/ 푤 ) ,    푡 ∗ = 푙표푔(ℎ∗ ℎ⁄ ) (8) 

 

푥, 푦, 푤, ℎ 는 각각 상자의 중앙 좌표, 넓이, 높이를 나타내고 푥, 푥  , 푥∗ 

는 각각 예측된 상자, 앵커 상자, 실제 경계 상자의 푥 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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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제안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얻어진 객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 상자들에 대해 Fast R-CNN 객체 검출을 진행하여 

객체가 어떤 클래스인지와 최종 경계 상자의 결과를 도출한다. 객체 

검출의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기본 뼈대로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은 다양한 아키텍처가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류의 능력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던 ResNet [22]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ResNet 은 

잔차 학습(Residual Learning) 방법을 적용하여 깊은 신경망임에도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결하였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어지는 건너뛰기 연결(Skip Connection)이 있어 출력과 

입력의 잔차만큼만 학습의 대상이 된다. 건너뛰기 연결은 덧셈 연산의 

추가만으로 가능하고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울기가 

역전파(Backpropagation) 시에 잘 전달되는 장점이 있다. 

ResNet 잔차 유닛은 식 (9)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퐹는 합성곱과 

같은 매개변수 행렬(Weight Matrix)과의 연산을, 식 (10) 의 푓는 활성화 

그림 10. Faster R-CNN 의 전체 구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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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Activation Function)를 나타낸다. 활성화 함수의 효과를 무시하는 

가정을 통해 식 (11) 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여러 계층에 대해 식 (12)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13) 과 같이 미분하여 역전파의 특성을 

살펴보면 2 개 텀(Term)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텀이 ResNet 에서 특징적인 내용으로 해당 계층의 어떤 기울기 

값도 낮은 계층으로 직접 전파가 보장되는 더하기 텀으로 역전파 시 

기울기가 잘 전달되는 속성을 만들어 낸다고 He 의 논문 [23]에서는 

기술하고 있다.  

 

 

 

 

 

   푥 = 푥 + 퐹(푥  , 푊 )  (11) 

 

   푥 =  푥 +  퐹(푥  , 푊 ) (12) 

   

   
휕휀
휕푥 =  

휕휀
휕푥  

휕푥
휕푥  =  

휕휀
휕푥  +  

휕휀
휕푥

휕
휕푥   퐹(푥  , 푊 )   (13) 

  

그림 11. 잔차 학습 [22] 

 푦 = 푥 + 퐹(푥  , 푊  ) (9) 

 푥 =  푓(푦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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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1-스테이지 아키텍처 

 YOLOv3 는 1-스테이지의 구조로 [그림 12]과 같은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Feature Pyramid Networks) [24] 컨셉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케일에서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을 구현하여 객체의 

위치(Localization)와 예측(Class Prediction)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론하는 기법이다. YOLOv3 에서는 기본 뼈대로 Darknet-53 을 

사용하고 일부 레이어에 건너뛰기(Residual Skip)를 적용하고 점별 

합성곱(Pointwise Convolution)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및 연산량을 

줄이는 개선이 YOLOv2 [25] 대비 이루어졌다. 또한 1-스테이지의 

구조로 별도의 영역 제안 방식이 아닌 단일 네트워크에서 경계 상자와 

클래스 예측이 가능하고, 배경에서 객체가 존재한다고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없는 오 검출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YOLOv2 에서도 

적용되었던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 [26]를 사용하여 정규화 

효과 및 빠른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복수 배율 학습(Multi-scale 

Training)을 통해 하여 320x320 부터 608x608 까지 32 의 배수로 입력 

이미지를 크기조정(Resize) 하여 다양한 크기의 객체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Faster R-CNN 의 앵커상자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배율과 화면 

비율로 앵커 상자를 정한 Faster R-CNN 과는 달리 K 평균 군집화(K-

mean Clustering)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앵커 상자를 생성하였다. 

YOLOv3 의 구조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2.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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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v3는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컨셉을 활용하여 3개의 다른 

배율(Scale)에서 객체를 탐지한다. 각 배율 마다 3개의 앵커 상자를 

가지고 있어 총 9개를 사용한다. YOLO는 기존 네트워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작은 네트워크 구조를 Tiny 라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YOLOv3 도 Tiny 모델이 있으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추론도 빠른 속도로 구현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이다. 경량 하드웨어에서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RetinaNet 또한 1-스테이지의 구조로 클래스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예제에 매우 집중하는 방식인 포컬 

로스(Focal Loss)와 ResNet,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성능을 나타낸다. 포컬 로스는 클래스 간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분류하기 어려운 예제들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을 어려운 예제에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클래스 

분류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Cross Entropy 

Loss)를 수정하여 제안되었다. 

  

 

그림 13. YOLOv3 구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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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푝 =   푝            푖푓 푦 = 1
1 − 푝     표푡ℎ푒푟푤푖푠푒, (14) 

 

   퐶퐸(푝, 푦) = 퐶퐸(푝 ) = − 푙표푔(푝 ) (15) 

  

   퐹퐿(푝 ) = −훼 (1 − 푝 ) 푙표푔(푝 )  (16) 

 

 

Scaling Factor −(1 − 푝 )  는 학습과정에서 배경과 같이 분류가 

쉬운 샘플들의 학습 기여도를 낮추고 어려운 샘플에 중요도를 높일 수 

있다. 

 

 

 

RetinaNet 은 ResNet 을 적용하고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승(Bottom-up Forward) 단계에서 계층마다 정보를 

농축하고 하강(Top-down) 과정에서 정보가 농축된 특징 맵(Feature 

Map)을 업샘플링(Up-sampling) 후 건너뛰기 연결을 통해 

상승(Bottom-up) 계층과 합하여 보완된 정보를 얻는다. 

 

2.5. 준 지도 학습 

 

준 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중간 단계로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와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주로 레이블링 된 데이터 수량이 적고 레이블링 되지 

그림 14. RetinaNet 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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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데이터 수량이 많을 경우 주로 사용된다. 또한 적은 수로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가공해내는 과정도 준 지도 학습의 

한 종류이다.   

 

2.5.1. 자기 훈련 

준 지도 학습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 훈련으로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마친 모델을 이용하여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레이블링 후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에 추가하여 다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초기에 레이블링에 오류가 있었다면 결과가 성능 

저하의 방향으로 자기 훈련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5.2. 상호 훈련 

다른 방법인 상호 훈련(Co-training) [28]은 모든 샘플이 다양한 

특징들의 두가지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 두 

특징 데이터셋은 주어진 클래스에 대해 조건부 독립의 관계이고 학습에 

충분한 수량이라고 가정한다. 두가지 독립적인 모델을 활용하여 

레이블링 된 특징 데이터셋 별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시킨 후 각각 

하나의 모델에 같은 특징 데이터셋의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적용하여 역치(Threshold) 이상의 결과에 대한 레이블링을 진행하고 

 

그림 15. 자기 훈련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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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델의 레이블링 된 특징 데이터셋으로 추가하여 재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2.6. 네트워크 경량화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추론을 위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네트워크 경량화를 통해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추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베디드(Embedded) 하드웨어, 모바일(Mobile) 장치에서도 

딥러닝 추론이 가능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경량화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매개변수들을 경량화하여 추론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지치기(Pruning), 양자화(Quantization), 이진화(Binarization) 등의 

방법이 있다. 

 

2.6.1. 가지치기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들은 많은 매개변수(Parameter) 들을 가지고 

있어 학습 이후 추론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들도 함께 모델 

내에 보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력이 적은 매개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림 16. 상호 훈련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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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가 있다. 물리적으로 매개변수의 수를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제거되는 만큼 연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연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가지치기의 방식은 세부 입자 가지치기(Fine-grained 

Pruning), 벡터 수준 가지치기(Vector-level Pruning), 커널 수준 

가지치기(Kernel-level Pruning), 그룹 수준 가지치기(Group-level 

Pruning) 그리고 필터 수준 가지치기(Filter-level Pruning)로 구분할 수 

있다 [29]. 

 

 

 

 

 

 

 

 

그림 17. 가지치기 개념 [30] 

그림 18. 다양한 가지치기 방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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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양자화 

양자화는 많은 압축과 가속을 위해 영상 압축, 정보 검색 등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방식으로 스칼라(Scalar)와 벡터(Vector) 

양자화와 고정 소수점 양자화(Fixed-point Quantization)의 2 가지 

방법이 있다. 스칼라와 벡터 양자화를 통해 원래의 데이터는 코드 

북(Code Book)과 양자화 코드의 셋(Set)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양자화 이후에는 기존의 데이터 보다 작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고정 소수점 양자화는 가중치와 활성화의 고정 소수점 양자화 

방식으로 구분되며 네트워크 자원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중치의 고정 소수점 양자화는 8 비트, 16 비트, 32 비트 양자화가 

연구되고 있다 [31] [32]. 

  

2.6.3. 지식 증류 기술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ation) 기술 [33]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다수의 모델들의 앙상블 학습 모델의 지식을 작은 단일의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확률값을 나타내는 정답 

레이블과는 달리 학습된 모델의 소프트맥스(Softmax) 출력값은 다양한 

클래스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다. 소프트맥스 값에서 

더 많은 정보를 증류하기 위해 푇 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클래스들에 

대한 확률 분포(Soften Probability Distribution Over Classes)를 얻어 

낸다. 식 (17) 에서 푞  는 클래스 푖 에 대한 소프트 맥스 출력값, 푧  는 

클래스 푖 에 대한 출력 계층의 값을 의미한다. 

 

   푞 =  
exp (푧 /푇)

∑ exp (푧 /푇)
 (17) 

 

정답 레이블과 출력(Soften Output)을 모두 활용하여 작은 단일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앙상블 학습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전달받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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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엔비디아 텐서알티 

 

엔비디아 텐서알티는 고성능 딥러닝 추론을 위한 플랫폼으로 딥러닝 

추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낮은 지연시간(Latency)과 높은 처리량을 

제공한다. 엔비디아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인 CUDA 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을 성능을 유지하면서 양자화 하여 더 낮은 정밀도(INT8, FP16)로 

보정(Precision Calibration)한다. 또한 계층과 텐서(Tensor)를 병합하고 

사용되지 않는 계층을 제거, 커널 자동 조정(Kernel Auto Tuning)을 

진행하여 GPU, 입력 데이터 크기(Input Data Size), 필터 크기(Filter 

Size), 텐서 레이아웃(Tensor Layout), 배치 크기(Batch Size) 등의 

매개변수들을 최적화한다. 또한 사용 시에만 각 텐서의 메모리를 

할당하여 메모리를 재사용하고 메모리 할당 손실을 피해 빠르고 

효과적인 처리를 구현한다.  

  

 

 

 

 

 

 

 

그림 19. 엔비디아 텐서알티 주요 기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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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법론 
 

본 절에서는 규칙 기반 검사 대비 정확도 향상을 위한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들의 평가 방안 및 성능 비교를 진행할 아키텍처들의 

내용 및 학습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지도 학습 적용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작업자에 의한 전수 수동 레이블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준 지도 학습의 방안을 통해 최소한의 수동 레이블링만으로 지도 

학습된 모델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정확도 확보 가능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확도 성능을 유지하면서 추론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필터 수준의 

가지치기, 텐서알티를 적용하여 네트워크 최적화 결과 및 경량 

하드웨어에서 추론 속도 확인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취득되는 데이터셋은 양품의 수가 불량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불량의 수량을 포아송 이미지 편집을 통해 

증대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문제에서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은 [표 1]과 같고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의미는 

식 (18) 과 식 (19) 으로 표현되며 평가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정확도와 

F1 점수(Score)는 식 (20) 과 식 (21) 같이 산출된다. 

 
 

 
 

 

   재현율 =
True Positive

True Positive +  False Negative
 [34] (19) 

표 1.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 [34] 

 정밀도 =
True Positive

True Positive +  False Positive
  [3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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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True Positive + True Negative

True Positive +  True Negative +  False Positive +  False Negative [34] (20) 

 

   F1 점수 = 2 ×  
 정밀도 × 재현율 
정밀도 +  재현율

 [34] (21) 

 
복수의 클래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표 2] 와 같이 4개 클

래스에 대한 객체 검출의 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예

측이 없는 경우는 없음의 항목으로, 예측은 있으나 실제 배경을 표시하

는 경우는 배경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정확도는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는 경우의 수의 합을 전체의 합으로 

나눈(a+g+m+s)/(a+b+c+···+v+w+x), 평균 정밀도는 각 정밀도의 평

균값, 평균 재현율은 각 재현율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F1 점수는 2×(평

균 정밀도 × 평균 재현율)/(평균 정밀도 + 평균 재현율)의 값으로 평가

하였다. 정확도는 99% 이상 F1 점수는 0. 96 이상의 결과 도출 시 현장 

적용 가능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경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대형 가전 제품의 제조 현장에서는 

부품 조립 유무 검사를 위해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편이다.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시 추론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현재 적용 중인 상용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규칙기반 검사의 항목당 검사 시간과 동일한 

50ms 미만의 경우 현장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복수(4개)의 클래스의 객체 검출 혼동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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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 선정 

 

근래의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들의 성능은 엄청난 향상을 

보이며 적용 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스테이지 기반의 Faster R-CNN 과 1-스테이지 기반의 RetinaNet 및 

YOLOv3 Tiny 의 아키텍처를 대상으로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학습을 위해 COCO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Faster R-CNN 의 합성곱 심층 신경망으로 ResNet-101, 

RetinaNet 의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ResNet-50, 그리고 YOLOv3 

Tiny 는 Darknet-tiny 를 기본 뼈대 네트워크로 적용하였다. Faster R-

CNN 의 영역 제안 네트워크를 위한 앵커는 배율 0.25, 0.5, 1.0, 2.0 과 

영상비율 0.5, 1.0, 2.0 의 값으로 12 개의 앵커 박스를 적용하였다. 영역 

제안의 최대 수량은 300 개, 초기 학습율은 0.0003 으로 설정하였다. 

옵티마이저(Optimizer)로는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 

모멘텀(Momentum)을 사용하였고 모멘텀 변수는 0.9 로 정하였다. 

RetinaNet 의 경우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 계층 중 5 개의 계층에 대해 

앵커는 배율 1, 21/3, 22/3 과 영상 비율 0.5, 1.0, 2.0 을 적용하여 각 

9 개의 앵커박스를 적용하였다. 옵티마이저로 아담(Adam)을, 초기 

학습율은 0.00001 로 설정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YOLOv3 Tiny 는 

6 개의 앵커박스를 사용하였고 초기 학습율은 0.001 로 설정하였다.  

 

3.2. 준 지도학습 기반 수동 레이블링 최소화 방안  

 

제조 현장에서 지도 학습에 기반한 딥러닝 검사기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레이블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레이블링을 통해 전체 레이블링과 유사한 

성능 구현이 가능한 준 지도 학습 방안을 적용하였다. 자기 훈련의 

방법을 적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최소한의 수동 레이블링이 가능한 

수준을 파악하였다. 준비된 학습과, 평가의 데이터셋을 100% 로 보았을 

때 0.5%, 1%, 5%, 10%, 20%, 30%의 비율의 수동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COCO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YOLOv3 Tiny 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전이 학습하여 각각 모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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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모델로 각 비율의 레이블링 되지 않은 학습, 평가의 데이터셋을 

자동 레이블링 하였다. 이 때 IoU 역치는 0.75, 신뢰점수 역치는 0.9 로, 

이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미지의 객체만 자동 레이블링 진행하였다. 

남겨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수동 레이블링 진행 후 최초 수동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과 학습된 모델로 자동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을 모두 합쳐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하였다. 준비된 데이터셋 기준 가장 

최소한의 수동 레이블링만으로 전수 레이블링을 통한 학습된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조건의 확인을 목표로 하였다. 

 

3.3. 네트워크 경량화를 통한 추론 속도 향상 

 

딥러닝 기반의 아키텍처는 블랙박스화 되어 있어 내부의 

매개변수들이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수량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불필요한 매개변수에 따른 불필요한 

연산이 발생한다면 추론 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필터 가지치기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에 

영향력이 미미한 매개변수들의 제거 후 검사 성능 확인 및 추론 속도를 

검증하였다. COCO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가중치의 YOLOv3 Tiny 

의 아키텍처[그림 20]를 적용하였다. C1 부터 C11 까지의 계층이 필터 

가지치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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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v3 Tiny 는 13 개의 합성곱(Convolution)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YOLO 계층에 영향을 주는 YOLO 계층 전단계의 합성곱 

계층을 제외한 11 개의 계층에 대한 필터 가지치기를 진행하였다.  

필터 가지치기의 방법을 통해 판정에 영향이 미미한 필터를 

제거하고 추론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 외에도 엔비디아 텐서알티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여 양자화, 계층 통합 등의 기법을 통해 CUDA 

환경에서 추론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필터 가지치기와 

텐서알티를 병행 진행하였을 때 추론 시간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량 하드웨어인 엔비디아 젯슨 나노에서 딥러닝 기반의 검사 

시 추론 시간을 측정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0. 4개 클래스에 대한 YOLOv3 Tiny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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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세탁기 제조 현장에 적용된 규칙 기반의 스크류 체결 

또는 누락의 판정을 하는 비전 검사기를 통해 취득 되었다. 별도의 조명 

설계가 없으며 이미지 취득 시 피사체의 정위치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는 환경에서 확보된 이미지이다. CCD (Charge Coupled Device) 

센서를 적용한 5 메가 픽셀 카메라와 5mm 초점 거리의 10 메가 픽셀 

렌즈로 촬영하였고 둥근 머리 스크류, 육각 머리 스크류, 가려진 스크류, 

누락의 4 가지 클래스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클래스 별 스크류의 

이미지는 [그림 21]과 같다.  

 

 

확보된 이미지의 총 수량은 10,980 장이고 양품 10,885 장, 불량 

95 장으로 115:1 의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불량의 이미지를 95 장에서 

 

그림 21. 클래스 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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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장으로 증대하였다. 이를 위해 배경과 불량 부분의 경계 상자 

이미지를 확보하고 경계 상자 내부의 불량 부분 이 외 영역은 검은 

색으로 마스킹 계층을 생성하였다. 배율은 0.7, 0.8, 0.9, 1.0, 1.1, 1.2, 1.3, 

각도는 45, 90, 135, 180, 225, 270, 315 도 및 x, y 좌표는 배경 이미지 

내부에서 임의 선정되도록 하여 이미지 증대를 시도하였다. 포아송 

이미지 편집을 통해 증대된 이미지를 포함하여 학습 7,144 장, 평가 

2,381 장 및 최종 테스트 2,457 장으로 구분하였다. 추론 시간 확인을 

위해서는 366 × 366 픽셀의 임의 선정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4.2. 실험 환경 

 

주요 실험은 CPU intel® core™ i7-9 세대 9700K 3.6GHz, 

메모리는 64GB, 그래픽 카드는 GeForce RTX 2080 Ti UDV 터보 포스 

D6 11GB 를 사용하였고 파이선(Python) 3.6 을 기반으로 텐서플로 

(Tensorflow) 1.12, 텐서알티 5.1.5, 파이토치(Pytorch) 1.0.1, 케라스 

(Keras) 2.2.4 등의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여 딥러닝 기반 객체 검사 

아키텍처를 검증하였다. 가지치기 및 텐서알티 적용 후 추론 속도 

검증을 위해 [표 3]과 같은 사양의 경량 하드웨어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표 3. 경량 하드웨어 사양 

라즈베리 파이 엔비디아 젯슨 나노 

Broadcom BCM2837B0 quad-

core A53 (ARMv8) 64-bit @ 1.4GHz, 

Broadcom Videocore-IV 

Quad-core ARM® A57, 

128-core NVIDIA Maxwell™ 

architecture-based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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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4.3.1.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 성능 비교 

딥러닝 기반의 아키텍처와 성능 비교를 위해 기존 검사 방법의 

성능을 먼저 검증하였다. 적용 알고리즘은 상용 라이브러리로 작업자가 

특징을 등록하고 특징에 기반한 검출 방법이다. 조명 시스템과 피사체의 

정위치가 확보되는 환경에서는 객체 검출, 이물 검사 및 위치 보정의 

검사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조명의 변화, 주변 부품에 

의한 가려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열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테스트 샘플의 수량은 2,457 장, IoU 역치는 0.5 로 

설정하였고 기존의 특징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제품 모델 별 스크류의 

종류, 위치 별로 각각 학습을 진행하였다. 불량의 이미지는 학습하지 

않았고 둥근 머리 나사의 특징으로 오검출 여부를 판단하였다. 하나의 

관심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탐지 

결과만을 채택하였다. 

 

[표 4]와 같이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신뢰 점수 

역치 0.8 에서 93.57%의 정확도를 나타났으며 실제 누락의 경우를 둥근 

머리 스크류로, 배경을 스크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비교적 다량 

발생하였다. 이는 불량의 유출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제조 현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 [표 5]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의 테스트 세부 내용이다.  

 

 

 

 

표 4. 규칙 기반 알고리즘 적용 테스트 결과 

알고리즘 
신뢰 점수 

역치 

평균 

정밀도 

평균 

재현율 
정확도 F1 점수 

규칙 기반 
0.8 97.37% 90.25% 93.57% 0.937 

0.5 94.35% 84.07% 90.41% 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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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테스트 샘플의 수량은 2,457장이고 IoU 역치는 0.5로 규칙 

기반 검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아키텍처는 COCO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전이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각 

아키텍처 별 [표 7]과 같이 설정하여 학습하였다. 학습 진행 후 테스트 

데이터셋을 적용하여 [표 6]과 같이 정확도와 F1 점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22]는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결과 이미지이다. 

 

 

 

 

 

 

 

a) 신뢰점수 역치 : 0.8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04 0 0 0 36 

육각 0 473 0 0 19 

가려진 0 0 41 0 4 

누락 71 0 0 224 0 

배경 29 0 2 0 0 

 

b) 신뢰점수 역치 : 0.5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22 0 0 0 14 

육각 0 487 0 0 4 

가려진 0 0 42 0 0 

누락 183 0 0 112 0 

배경 33 1 5 0 0 

 

표 5. 규칙 기반 알고리즘 테스트 세부 내용 

 

그림 22.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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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점수 역치 0.8, 0.5 모두에서 딥러닝 기반의 3 종의 아키텍처는 

정확도 99%, F1 점수 0.96 이상의 성능을 보였으며 실제 누락을 

스크류로 오인식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배경을 스크류로 

오인식하는 경우는 Faster R-CNN 아키텍처에서 신뢰 점수 역치 

0.8 에서 2 건, 0.5 에서 6 건이 발생하였다. YOLOv3 Tiny 의 신뢰 점수 

역치 0.5 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인 99.48%, F1 점수 0.975 의 성능을 

보였다.  Faster R-CNN 의 경우 신뢰 점수 역치 0.8 에서 정확도 

99.44%, F1 점수 0.968 의 비교적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나 배경을 

누락으로 오인식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YOLOv3 Tiny 는 0.8, 0.5 의 

신뢰 점수 역치에서 누락을 스크류로, 배경을 객체로 오인식하는 경우 

없이 안정된 성능을 보였다. 객체 검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 

표 6.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 적용 테스트 결과 

아키텍처 
신뢰점수 

역치 

평균 

정밀도 

평균 

재현율 
정확도 F1 점수 

딥러닝 

기반 

YOLOv3 Tiny 
0.8 98.18% 95.47% 99.32%  0.968  

0.5 97.84% 97.19% 99.48%  0.975  

Faster R-CNN 
0.8 97.48% 96.13% 99.44%  0.968  

0.5 97.00% 95.14% 99.17%  0.961  

RetinaNet 
0.8 97.57% 95.49% 99.28%  0.965  

0.5 96.58% 95.48% 99.20%  0.960  

 

표 7. 딥러닝 객체 검출 아키텍처 별 학습 조건 

아키텍처 YOLOv3 Tiny 
Faster  

R-CNN 
RetinaNet 

기본 뼈대 Darknet-tiny ResNet -101 ResNet-50 

반복 횟수 30,000 305,445 85,032 

배치 사이즈 6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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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사용하였을 때 YOLOv3 Tiny는 7ms, Faster R-CNN 은 70ms, 

RetinaNet 은 50ms 이 소요되어 YOLOv3 Tiny 가 가장 빠른 결과를 

나타냈다. [표 8]은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테스트의 세부 내용이다. 

 

a) 신뢰점수 역치 : 0.8 

 

a-1. YOLOv3 Tiny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62 0 3 0 4 

육각 0 493 0 0 0 

가려진 2 0 39 0 6 

누락 0 0 0 293 2 

배경 0 0 0 0 0 

 

 

a-2. Faster R-CNN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65 0 4 0 0 

육각 0 493 0 0 0 

가려진 5 0 40 0 2 

누락 0 0 0 294 1 

배경 0 0 0 2 0 

 

 

a-3. RetinaNet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62 0 4 0 0 

육각 1 493 0 0 0 

가려진 6 0 39 0 2 

누락 0 0 0 294 1 

배경 0 0 0 0 0 

 

표 8.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테스트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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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뢰점수 역치 : 0.5 

 

b-1. YOLOv3 Tiny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63 0 4 0 2 

육각 0 493 0 0 0 

가려진 5 0 44 0 0 

누락 0 0 0 293 2 

배경 0 0 0 0 0 

 

 

b-2. Faster R-CNN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66 0 4 0 0 

육각 0 493 0 0 0 

가려진 10 0 43 0 0 

누락 0 0 0 294 1 

배경 2 1 1 2 0 

 

 

b-3. RetinaNet  

구분 
예측 

둥근 육각 가려진 누락 없음 

실제 

둥근 1665 0 6 0 2 

육각 3 493 0 0 0 

가려진 8 0 40 0 0 

누락 0 0 0 294 1 

배경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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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준 지도 학습 기반 수동 레이블링 최소화 방안 

딥러닝 기반 성능 측정에서 높은 성능과 가장 빠른 추론 속도를 

보인 YOLOv3 Tiny 를 대상으로 준 지도 학습 방법 중 자기 훈련의 

방법을 선정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학습과 평가의 비율을 조정하여 

레이블링 수량을 정하였고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학습에 적용하였다.  

학습된 모델을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신뢰 점수 

역치 0.9, IoU 0.75 로 설정하여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 

자동 레이블링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습과 평가를 위한 전체 데이터셋의 5% 인 학습 364 장, 평가 

121 장에 대해 레이블링하고 학습 진행하여 만든 모델의 경우 학습과 

평가의 데이터셋에서 96.58% 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 오인식 된 결과를 도출한 수량은 총 332 장이 있다. 총 

수동으로 레이블링 진행한 수량은 817 장으로 다른 비율에서의 

요구되어지는 총 수동 레이블링 수량보다 적은 수량이었다. 오인식 된 

결과에 대해 수동 레이블링을 진행하였고 최초 수동 레이블링과 그를 

표 9. 자기 훈련 비율별 정확도 결과 

비율 별 학습 수량 비율 외 

학습+평가 

정확도 

비율 외 오인식 수량 수동 

레이블링 

수량 비율 학습  평가 학습 평가 

100% 7,283 2,427 - - - 9,710 

30% 2,184 7,28 98.46% 110 40 3,062 

20% 1,456 485 98.01% 141 52 2,134 

10% 728 242 97.97% 146 51 1,167 

5% 364 121 96.58% 245 87 817 

1% 72 24 87.84% 884 297 1,277 

0.1% 7 2 46.19% 3,911 1,314 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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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동 생성된 레이블링 및 오인식 된 데이터에 대한 수동 

레이블링을 합쳐 재학습한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재학습 결과 IoU 역치 0.75 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셋 기준 정확도 

97.03% 로 전수 수동 레이블링을 한 결과와 비교하여 열위의 결과를 

보였으나 IoU 역치 0.5 에 대해서는 99.31% 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최초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의해 자동 생성된 경계 상자의 

정보가 수동으로 지정된 경계 상자의 정보와 소폭 상이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립 유무를 감지하는 객체 검출의 검사에서 소폭의 

경계 상자 위치의 이동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4.3.3. 추론 속도 측정  

딥러닝 기반의 모델에는 많은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때로는 

모든 매개변수들이 결과 도출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에 대한 분별과 정리가 가능하다면 연산량을 줄여 검사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6]를 확인하고 YOLOv3 

Tiny 아키텍처[그림 20]를 적용하여 매개변수에 대한 가지치기 및 

엔비디아  텐서알티를 활용하여 추론 속도 향상을 시도하였다. COCO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YOLOv3 Tiny 초기 상태의 정규화 된 필터 

매개변수의 L1 놈(Norm)의 분포 수준을 [그림 23]과 같이 확인하였다. 

x 축은 필터 인덱스(정규화 기준 내림차순 정렬)를 전체 필터 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표 10. 5% 비율의 자기 훈련 후 재학습 시 정확도 

데이터셋 

IoU 

학습, 평가 

데이터셋 

정확도 

 오인식 수량 

비율 학습 평가  학습  평가 

100% 7,283 2,427 
0.75 99.08% 48 41 

0.5 99.50% 24 25 

5% 
364+6,674 

+245 

121+2,219 

+87 

0.75 97.03% 192 96 

0.5 99.31% 3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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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취득한 스크류 유무 데이터셋을 적용하여 배치 사이즈 64, 

30,000 번의 반복(Iterations) 학습 후의 매개변수 변화는 [그림 24]와 

같았다. 

 

 

 

그림 23. 사전 학습 된 필터 매개변수 L1놈 합의 정규화 

 

 

 

그림 24. 반복 학습 후 필터 매개변수 L1놈 합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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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회 학습 후 정규화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C10, C11 

계층에서의 필터 매개변수 절대값 합의 정규화 값에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다른 계층에서는 소폭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 후 각 계층별 가지치기 정도를 10%에서 

90%까지 10% 단위로 변경하며 가지치기만 진행한 후 테스트 

데이터셋의 정확도를 확인하였고 [그림 2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6~C11 계층에서 60% 이상의 높은 비율에서 필터 가지치기 직 후 

정확도 결과가 C1~C5 계층의 가지치기 직 후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치 사이즈 64 로 재학습 4,000 회 

반복 진행 후의 결과는 [그림 26]과 같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가지치기 

비율에서 정확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50% 이상의 

가지치기에서 99% 미만의 정확도 결과가 확인되고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C1~C11 40% 가지치기, 

C6~C11 50%, 60%, 70%, 80%의 가지치기를 각각 진행 후 학습, 평가의 

데이터셋으로 재학습 후의 성능과 추론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필터 가지치기 후 배치사이즈는 64 로 설정, 20,000 번의 반복 

재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신뢰점수, IoU 의 역치는 각각 0.8, 0.5 로 

 

 

 

그림 25. 비율별 가지치기 직후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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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테스트 데이터셋 기준 PC 에서의 정확도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PC 외 경량 하드웨어인 라즈베리 파이 및 엔비디아 젯슨 나노의 

추론 시간을 측정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표 11]에서와 같이 YOLOv3 Tiny 기준(Baseline)의 정확도는  

99.32%, F1 점수는 0.968 이었으며 텐서알티를 적용한 정확도는 

99.20%로 소폭 감소, F1 점수는 0.971 로 소폭 상승됨을 확인하였다. 

YOLOv3 Tiny 에서 비율 별 가지치기 진행 결과는 C6~C11 계층에 

대해 50%의 가지치기 적용 시 99.28%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가지치기 후 텐서알티를 추가 적용 결과는 C6~C11 40% 가지치기 시 

99.28% 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C1~C11 80% 가지치기 

결과를 제외하고 가지치기와 가지치기 후 텐서알티 적용 실험에서 99% 

이상의 정확도, 0.96 이상의 F1 점수의 결과를 보였으며 전체 계층 40%, 

C6~C11 50, 60% 의 가지치기와 가지치기 후 텐서알티 적용 시 정확도 

결과는 모두 99.24~99.28% 수준을 나타냈다. 

[표 12]에서와 같이 366 × 366 픽셀의 임의 선정된 이미지로 

100 회 검출 후 평균한 추론 시간 결과는 PC 에서 C6~C11 80% 

가지치기 후 텐서알티 적용 시 1.12ms 로 기준 6.92ms 대비 6.18 배의 

추론 속도 향상을 나타냈다.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 CUDA 환경에서 

 

 

 

그림 26. 비율별 가지치기 및 4,000회 반복 재학습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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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텐서알티의 검증이 불가능하여 가지치기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기준 2,527ms 에서 C1~C11 40% 가지치기 적용 시 

757ms 까지 감소하며 3.3 배의 속도 향상을 보였고 엔비디아 젯슨 

나노의 경우 80% 가지치기 후 텐서알티 적용 시 24.98ms 로 기준 

80.51ms 대비 3.22 배의 속도 향상을 나타냈다. PC, 엔비디아 젯슨 

나노에서 모두 YOLOv3 Tiny 의 추론 시간 대비 가지치기, 텐서알티 

적용을 추가 진행할 경우 감소되는 추론 시간의 경향을 보였으며 

텐서알티 적용 시 감소의 폭이 보다 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가지치기 진행 후 텐서알티 적용의 경우 가장 

감소된 추론 시간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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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가지치기 및 텐서알티 적용 시 정확도 그래프 

표 11. 가지치기 및 텐서알티 적용 시 정확도 및 F1 점수 

구분 
가중치 

크기(MB) 

평균 

정밀도 

평균 

재현율 
정확도 F1 점수 

기준(YOLOv3 Tiny) 34.7 98.18% 95.47% 99.32% 0.968 

기준-텐서알티 129.4 97.31% 96.84% 99.20% 0.971 

가지치기 

C1~C11 40% 12.5 98.10% 94.82% 99.24% 0.964 

C6~C11 50% 11.7 98.10% 94.76% 99.28% 0.964 

C6~C11 60% 8.6 98.18% 95.20% 99.24% 0.967 

C6~C11 70% 6.1 98.66% 94.18% 99.20% 0.964 

C6~C11 80% 4.0 98.15% 94.99% 99.08% 0.966 

C1~C11 80% 1.4 99.92% 88.33% 97.28% 0.938 

가지치기- 

텐서 알티 

C1~C11 40% 49.2 99.27% 94.27% 99.24% 0.968 

C6~C11 50% 26.6 98.10% 94.68% 99.24% 0.964 

C6~C11 60% 30 98.18% 95.21% 99.28% 0.967 

C6~C11 70% 21.4 99.23% 93.02% 99.04% 0.960 

C6~C11 80% 14.5 98.69% 94.62% 99.08% 0.966 

C1~C11 80% 7 99.91% 89.62% 97.8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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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라즈베리 파이 적용 시 추론 시간 비교 

a) PC 적용 시 추론 시간 비교 

c) 엔비디아 젯슨 나노 적용 시 추론 시간 비교 

그림 28. PC 및 경량 하드웨어 적용 시 추론 시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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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C 및 경량 하드웨어 적용 시 추론 시간 

 

구분 PC 
라즈베리 파이 

3B+ 
엔비디아 젯슨 나노 

기준 (YOLOv3 Tiny) 6.92 2526.63 80.51 

기준-텐서알티 1.57 - 35.82 

가지치기 

C1~C11 40% 6.28 756.40 45.53 

C6~C11 50% 6.58 1012.09 58.35 

C6~C11 60% 6.48 974.57 55.93 

C6~C11 70% 6.45 965.59 53.12 

C6~C11 80% 6.37 820.20 51.36 

가지치기-

텐서 알티 

C1~C11 40% 1.16 - 22.02 

C6~C11 50% 1.17 - 28.22 

C6~C11 60% 1.20 - 26.84 

C6~C11 70% 1.16 - 26.77 

C6~C11 80% 1.12 - 24.98 

 

 

[단위 :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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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양품과 불량의 발생 수량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불량 

수량을 증대하여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불량 검출에도 강건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빠른 학습과 안정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인 Faster R-CNN, RetinaNet, 

YOLOv3 Tiny 를 COCO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전이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된 3 종의 아키텍처를 통해 별도의 조명 설계가 없고 주변 부품에 

의한 일부 가려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상용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스크류 유무 규칙 기반 검사 알고리즘 대비 향상된 정확도와 F1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YOLOv3 Tiny 를 적용한 테스트 결과가 신뢰 점수 

역치 0.5 에서 99.48% 의 정확도와 F1 점수 0.975 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준 지도 학습인 자기 훈련을 통해 지도 학습 모델의 현장 적용 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전수 레이블링의 작업을 대폭 감소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스크류 유무 검사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YOLOv3 Tiny 아키텍처 적용의 경우 8.4%의 수동 레이블링 작업 

만으로 자기 훈련 진행 시 정확도 성능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델을 학습 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필터 가지치기를 통해 결과 도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매개변수를 최소화하여 객체 검출 아키텍처의 추론 속도를 향상 시켰다. 

YOLOv3 Tiny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다양한 가지치기 조건에서의 성능을 

비교하여 C1~C11 계층의 40%, C6~C11 계층의 50, 60% 의 가지치기 

조건에서 99.24% 이상의 정확도 성능을 확인하였다. YOLOv3 Tiny 기준 

99.32% 대비 소폭 감소의 경향이 확인되었지만 99% 이상의 정확도와 

0.96 이상의 F1 점수로 현장 적용 가능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량 

하드웨어인 라즈베리 파이에서 366×366 픽셀의 임의 선정된 이미지에 

대해 YOLOv3 Tiny 기준 2,526ms 에서 C1~C11 계층 40% 가지치기의 

경우 756ms 로 큰 폭의 추론 시간 감소 비율을 보였다.  

텐서알티 라이브러리를 적용 결과 CUDA 환경 내에서 커널을 

최적화하고 계층 통합, 양자화의 과정을 통해 PC 적용 시 YOLOv3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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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대비 정확도는 99.32%에서 99.20%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추론 

시간의 경우 기준 6.92ms 에서 1.5ms 로 4.4 배의 큰 속도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CUDA 환경의 경량 하드웨어인 엔비디아 젯슨 나노 

적용 시 추론 시간은 YOLOv3 Tiny 기준 80.51ms 에서 35.82ms 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형 생활 가전 제품의 제조 현장에서 포인트 별 현 

검사 수준인 50ms 이하의 결과이다.  

C6~C11 60% 가지치기와 텐서알티를 병행 적용할 경우 YOLOv3 

Tiny 기준 정확도는 99.32%에서 99.28%로 소폭 감소되나 추론 시간의 

경우 PC 는  6.92ms 에서 1.20ms 로 5.7 배, 엔비디아 젯슨 나노는  

80.51ms 에서 26.84ms 로 3 배의 속도 향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가지치기 후 텐서알티를 병행 적용 방안이 추론 속도를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아키텍처 3 종의 앙상블 학습을 통해 보다 

안정된 정확도 성능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 현장에서 

적용을 위해 추론 속도 향상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향후 경량 하드웨어에서도 앙상블된 모델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 추론 시간 구현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검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크류 

조립/누락 여부의 검사에서 체결 상태 검사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사체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영상 확보가 필요하고 

보다 많은 자유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경량 하드웨어를 복수 적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를 

확보하고 딥러닝 기반 체결 상태 검사의 연구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검사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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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Accuracy and Inference 

Speed for Deep Learning-based 

Visual Inspection in Manufacturing 

Process 
 

Seungho Shin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in the field of image 

recognition, deep learning-based inspections have been introduced 

and applied for visual inspection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ule-based inspection 

algorithm. In recent years,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ion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and has yielded high levels of accuracy 

beyond those of human recognition. 

In this study, the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ion technique 

was applied. The purpose was to inspect screw assemblies and detect 

missing screws for quality control at a manufacturing site, even in the 

event of ambient light changes or partial occlusion of surrounding 

components. I attempted to minimize false negative and improve 

accuracy. 

For these experiments, the image augmentation method was used 

to increase defective image data, which is more difficult to obtain than 

good image data, and to decrease manual labeling of the entir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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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 challenge with deep learning-based visual inspection using 

supervised learning. This study examined ways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by minimizing the ratio of manual labeling through self-

training, which is an approach of semi-supervised learning. 

In addition, by applying neural network compression and the 

NVIDIA TensorRTTM library to improve the inspection speed, I 

proposed an optimization method that shows inference speed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embedded hardware. Additionally, I confirmed 

an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in terms of accuracy and F1 score. 

 

Keywords : Image Recogneition, Deep Learning, Object Detection, 

Semi Supervised Learning, Neural Network Compression; 

Student Number : 2018-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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