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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콘택트렌즈 인쇄패턴 영역 검출
Detection of Printed Pattern Area in Contact Lens using Deep learning
김성훈, 주인, 김기남, 류관희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과학과
{sidsid84,jooin95,kgn4192,khyoo}@chungbuk.ac.kr

요 약_
최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콘택트제조 기업에서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
술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칼라 콘택트렌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유무의 정확한
탐지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택트렌즈의 불량을 탐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칼라인쇄
패턴을 효율적으로 찾는 2중 구조의 CNN 기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5만 개의 영상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쇄패턴의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학습모델을 만들었고, 이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1,000개 영상에 대한
시험 결과, 0.05 MAE(Mean Absolute Error)를 얻었다.
주제어: 빅데이터, 영상처리, 딥러닝, 특징추출

Abstract
Recently, digital transformation is in progress in various manufacturing fields, and the introduction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s also in progress in contact manufacturing companies. Accurate detection
of defects occurring in the color contact lens manufacturing proces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merging.In this paper, we present a CNN method with a double structure that efficiently finds the color printing
pattern, which is essential to detect contact lens defects.In order to apply the proposed technique, a learning model
was created to detect the print pattern area using 50,000 image data, and the test result for 1,000 images, 0.05
MAE(Mean Absolute Error) was obtained using this learning model.
Keywords: Big Data, Image processing, Deep learning, Feature extract

한 불량 유무의 검출을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
는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대체하는 부분이
다. 현재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렌즈의 불량 유무 검출
정확도는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자 하며 그 정확도를 90%이상으로 올리고자 한다.

1.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mation,
DX)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1]. 칼라콘택트 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콘택트제

조 회사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디
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디지털 전
환 대상이 콘택트렌즈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렌즈에 대

Figure 1은 분석하고자 하는 콘택트렌즈에서 발생
하는 다섯가지 불량 유형(중심점이탈, 컬러불량,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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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발생, 잉크컷, 라인불량)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2. 2중 구조 CNN을 이용한 칼라인쇄
패턴 추출

우리가 제안한 모델의 구조는 Figure 3와 같으며,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입력 영상의 크기는
400x400x3이다.
Figure 1

분석대상 렌즈유형의 불량종류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다섯가
지 콘택트렌즈 불량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칼라인쇄 패턴을 효율적으로 찾는

Figure 3

딥러닝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2의 왼쪽 영

제안된 학습모델의 구조

상은 콘택트렌즈의 원본 영상이며, 오른쪽 영상은 왼

으로 서동민 등(2022)은 K-means와 DBScan 등

우선 conv레이어를 적용하는 콘볼루션 층과 콘볼
루션의 각 레이어마다 upsampling 레이어를 배치
하여 추출된 특성을 저장하는 특성맵 층을 만들어
이중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컨볼루션 층에서는
32개의 3x3conv를 4번 동일하게 진행하되, same
padding을 이용하여 아웃풋의 크기를 유지하고 그
이후 maxpooling을 통하여 1/2씩 크기를 줄여나
간다.(depth는 32씩 깊어진다). upsampling은 2
배씩 크게하여 최종적으로 특성맵의 4번째의 레
이어에서는 16배의 업샘플링을 진행한다. 이 연산
을 통하여 특성맵층의 레이어는 항상 같은 width
와 height를 유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특성맵층
의 모든 레이어는 point-wise방법[3]을 사용한
1x1 conv레이어를 통하여 연산량을 줄이며 depth
를 1로 줄이는 과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sigmoid 함수를 통과시켜 0과 1사이의 값으로 변
환을 하였으며, loss는 binary cross-entropy를
사용하였다.

의 클러스터링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2] 그러나 이

3. 실험결과

쪽영상에서 콘텍트렌즈 제작시 인쇄된 칼라 패턴만을
추출한 영상이다.

Figure 2

원본영상과 칼라인쇄 패턴추출 영상

본 논문에서 제시한 칼라인쇄 패턴 추출은 기존에
제시했던 방벙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콘택트렌즈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CNN 기법을 변형한 2중 구조의 CNN 기법을 적용
하여 칼라인쇄 패턴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출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2중구조 CNN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준비한 데이터 셋은 다음과 같다. 총 50000
장의 학습 영상(유형A : 40000장, 유형B :10000장)을
사용하였고, 1000장의 시험영상(유형A : 500장, 유형B
:500장)을 사용하였다. 영상의 크기는 844x844x3 (pixel)
이며, 색감의 민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RGB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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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V

영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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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는 모델의 테스트결과로부터 추출된 특
성정보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가장 작은 특성을 보
이는 망점의 불량유형도 특성의 소실없이 검출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한한 학습 모델
의 정확도는 0.05정도의 MAE(Mean absolute
error)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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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ruce Marhaban, and Adznan Jantan.

층에서 유실되던 작은 특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

"Color segmentation using multi layer neural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도 측면에서 원하던 결

network and the HSV color space." 2008

과를 얻을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이 향후, 불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량분류기를 적용시켰을 경우, back-bone으로서도

Communication Engineering. IEEE, 2008.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향후 연구과제는 이 특성추출모델
를 back-bone으로 이용하여, 특성맵층의 각각의 레
이어에 불량유형별 특성크기에 따라 불량을 분류하
는 분류기 애드온을 추가하여, 연구의 최종목표를
수행하는 단일모델로서의 개선이다.

3

딥러닝을 이용한 카메라 모듈 불량 분류
Camera Module Defect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김병근(파워로직스, 충북대학교 산업인공지능학과),
류관희(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산업인공지능학과)

요 약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최종 검사 장비가 전통적인 머신 비전 기술인 주변 밝기 차이와 정상 품과 비교 방
법으로 불량을 판정하고 있어[1], 오(誤)검을 발생시킨다. 이는 판정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불필요한 제
조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이에 전통적인 미신 비전과 딥러닝 알고리즘 판정의 정확도를 비교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고 해상도 광학 영상을 Resize와 Augmentation을 통
해 2만 5천장 영상으로 전 처리하고, Resnet18모델로 학습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48M의 동일한 해상도 카
메라모듈에 대해 1개월 간 검사 장비는 95.40% 판정 정확도를 보였으며, 딥러닝 알고리즘의 분류로 진행한
결과 95.71%의 정확도를 보였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점차 고해상도를 요구함에 따라, 본 연구의 데이터 또한 48M픽셀을 선정하였다. 추가로
전체 데이터 량과 불균형인 불량 데이터를 추가 수집 한여 비슷한 비율로 학습을 진행한다면, 정확도가 더 높
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
주제어: 딥러닝, 불량 분류, Resnet18

Abstract
Smart-phone camera module final inspection equipment determines defects by comparing
differences in ambient brightness, which is a traditional machine vision technology, and normal
products, generating false swords. This also affects judgment accuracy, and unnecessary
manufacturing costs are additionally incurr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accuracy
of traditional superstition vision and deep learning algorithm judgment.
In this study, high-resolution optical images taken under the same conditions through equipment
were pre-processed into 25,000 images through Resize and Augmentation, and learning and
verification were conducted with Resnet18 models. For the same resolution camera module of 48M,
the inspection equipment showed 95.40% decision accuracy for one month,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deep learning algorithm showed 95.71% accuracy
Smart-phone cameras gradually require high resolution, 48M pixels were also selected for the data
of this study. Additio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accuracy will be higher if the learning is
conducted at a similar rate to the additional collection of bad data that is disproportionated to the
overall data volume
Keywords:

Deep Learning, Defect Classification, Resne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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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M(48백만)화소 카메라 모듈을 머신 비전 장비
에서 검사 영상 8,034장 수집하였으며, 생산 제품과
장비 별 광원과 공정 환경의 차이로 인해 영상 데이
터의 밝기 차이가 존재하였다.
48M(8,000*6,000)픽셀로 촬영한 데이터를 저장
하고 있으며, <Figure2.1> (a),(b)는 양품과 불량
데이터로 레이블링 한 결과이다.

1. 서 론

모든 제품 제조공정이 그렇듯이Assembly(조립)
완성 후, 성능검사와 외관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되
며,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의 제조공정도 그러하다. 점
차 고(高) 화소로 발전되어 현재는 1억화소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제작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은 아
주 작은 먼지(Particle) 하나라도 화면(픽셀) 상에
표현이 되고 이는 제품 불량으로 이어진다.
먼지는 부품(센서/렌즈/필터)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 흑점이나 Blur된 멍 등의 얼룩 형태로 표현되
며, 대부분의 검사 장비는 주변픽셀과의 밝기 차이
와 정상 품과의 비교를 통해 불량 검출과 분류를 진
행하고 있다. 이는 오(誤) 검으로 이어져 재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제조비용이 생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게 된다[1].
본 논문은 검사장비의 머신 비전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불량 분류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비
교하고, 대체 가능한 기술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양품
(b)멍 불량(빨간 원)
Figure2.1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2.2 데이터 전처리 및 증강
입력 데이터의 증강을 위해 90/180/270도를 회전
(Rotation)하여 데이터 량을 증가 시켰다.
<Figure2.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상하좌우 대칭형
인 영상 데이터는 회전을 해도 입력 데이터에 영향
이 없고, 데이터 증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ure2.2>는 전 처리 후, 딥러닝 입력 데이터를
나타낸다

렌즈
IR 필터
이미지센서

원본

Input
data
구분
OK NG
TRAIN
(90%)
7,207 827
TEST
(10%)
8,034
계

Figure1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2. 본론

Augmentation
OK
NG
19,397 2,956
2,155
328
21,552 3,284

Figure 2.2 데이터 증강 및 입력데이터 구분

2.1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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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현 및 학습
일반적으로 영상분류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
되는 딥러닝 기법으로는 CNN[2]이 있으며,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GoogleNet, VGG[2],
ResNet[3]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에 최적

구분
사전 학습
+데이터
셋
고정 셋
+데이터

화된 Resnet 모델 [3]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Resnet
네트워크의 자체 전처리 객체가 Train과 Test data
를 차별화를 위해, Train은 Random하게 Crop하도
록 하였고, 회전도 각각 수평과 수직으로 Flip하도록
하였다.
학습에 대한 파라미터 정의는 25Epoch 진행을
위해 Batch size는 4로 미니 배치하여, 데이터의 사
이즈로 인한 학습시간을 줄이도록 하였다. Over
fitting과 Under fitting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배치사
이즈를 선정하였다. 학습 스케줄러를 위한
Optimizer 정의는 learning rate 0.001, 지역 값 최
소화를 회피하기 위한 Momentum은 0.9로 설정하
였으며, 7 Epoch마다 학습률을 0.1 감소 하도록
Gamma값을 설정하였다.
또한 위 파라미터는 고정하되 2가지를 구반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Resnet18의 사전학습
모델의 가중치와 준비한 데이터 셋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와, 두 번 째로 사전 학습 모델을 상수로 고정
하고 데이터 셋 만 학습하는 방법이 였다.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학습 속도는 2.4배 빨랐지만 정확
도에서는 4.2%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Figure2.3> 정확도(Accuracy)의 기준은 분류를
정확히 한 개수를 데이터 셋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이
다

학습시간
521 분14 초
216 분40 초
Figure2.3 학습 결과

정확도
95.7%
91.6%

3. 실험 결과

머신비전 검사장비의 정확도 수치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1개월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초 판정
과 최종 판정을 구분 하였고, 수량이 아닌 비율로
혼돈 행렬(Confusion Matrix)을 통해 수식 화 하
였다. 결과 정확도 95.40%, 재현 율 100%, 정밀도
23.84%, F1-Score는 40.96%로 계산되었다.
최종 판정 (%)
불량(T) 양품(F)
불량(T)
1.44
0.00
최초
판정(%) 양품(F)
4.60
93.96
Figure3.1 검사장비 혼돈행렬
딥러닝 기반의 정확도는 학습 시 정확하게 분류
한 개 수를 전체 데이터 셋 개 수로 나누어 계산하
여, 95.71%의 학습 정확도를 보였다. 딥러닝
(Resnet18 사전학습모델과 데이터 셋을 함께 학습)
경우의 정확도와 룰(RULE) 기반의 머신 비전의 정
확도는 딥러닝 모델이 0.31% 더 높은 것으로 실험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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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룰(Rule)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이 유발되는 단점이 있어, 딥러닝 분류가 실
제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에 진행한 딥 러닝이 정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못 한 점은 데이터 셋의 불균형과 픽
셀사이즈의 전처리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
어, 추가적으로 불량영상 데이터 수집과 증강한다면,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3.2 사전학습모델 가중+데이터 셋 학습
4. 결론 및 시사점

감사의 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가 전통적인 룰
(RULE)기반 모델인 주변 밝기 차이와 정상 품과
비교 방법으로 불량을 판정하고 있어, 오(誤) 검을
발생시킨다. 당연 시 여겨지는 룰(RULE) 판정의
정확도는, 불필요한 각종 제조비용이 유발시키고 있
다. 이에 동일한 영상 데이터 환경에서 딥러닝 알고
리즘으로 불량 분류 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
였다.
딥 러닝을 구현하기 위해, 동일 해상도(4,800만
화소) 제품과 장비의 영상 데이터를 전 처리 과정
(Resize와 Augmentation)을 거쳐 2만 5천장(양품:
불량=87%:13%)으로 준비하고, Resnet18 사전학습
모델 가중치와 데이터 셋 전체를 학습과 검증 진행
하였다.
검사 장비는 1개월 간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바
탕으로 혼돈 행렬(Confusion matrix) 정확도를 측
정하였으며, 결과는 95.40%로 집계되었으며, 딥 러
닝은 정상 분류를 총 데이터 셋으로 나눈 결과 학습
정확도는 95.71%로 0.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룰(Rule) 기반 검사 장비는
정확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위치, 유형, 범위에 따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
평가원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Grand ICT연구
센터)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2-2020-0-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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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익스크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화재 피난 방향 안내
시스템의 개발
Development of a fire evacuation direction guidance system using Dijkstra
Algorithm
강윤구(삼인에이치엔티, 충북대학교 산업인공지능학과)
류관희(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산업인공지능학과)

요 약
본 연구는 DHT22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화재 시 발화 지점을 추정하고, Dijkstra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단
거리 대피 경로 생성 및 피난방향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자는 화재
발생에 따른 건물의 유도등 또는 소리, 건물 구조의 지각 능력으로 최종 탈출구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하
지만 이 경우 건물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대피자는 탈출구로의 최단 거리가 아닌 화재가 발생한 위치의 정확한
인지 없이 가장 가까운 통로 또는 층계로 이동하려고 하여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에서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탈출을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화재의 발생 상태
가 진전되더라도 최적의 경로로 유도하게 된다면 많은 대피자가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DHT22 온도 센서를 통해 정확한 발화점을 파악한 후, 안전한 최단 탈출 경로를 대피자에게 정확하게 안
내함으로써 많은 대피자가 혼란을 피해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래의 화재 경로를 안내
하기 위한 유도등은 불길 또는 연기에 의해 그 기능을 잃고, 대피자는 탈출구를 찾는데 더욱 어려워져 옥외의
탈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대피자의 무릎 높이에 안내 표시장치를 설치하
여 시인성이 향상 시켰다. 해당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빌딩에 모의 피난방향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
고,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IoT, 재난감지 센서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firing point in case of fire using the DHT22 temperature sensor, and develops
the shortest-distance evacuation route generation and evacuation direction guidance system using the
Dijkstra algorithm. In the event of a fire in a building, the evacuee shall judge the final escape by
himself/herself by the guiding light or sound of the building and the perceptual ability of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due to the fire. However, in the process of escaping the building, evacuees may try to
move to the nearest passage or stairway without accurate recognition of the location of the fire, which
is not the shortest distance from the exit, and delay within the fire building. In order to escape, it is most
desirable to try to escape in the early stages of a fire, and even if the state of fire progresses, many
evacuees can succeed in escaping if it leads to the optimal route.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identifying
the exact ignition point through the DHT22 temperature sensor, the safe shortest escape route was
accurately guided to the evacuees, so that many evacuees could safely escape from confusion. In this
study, the guidance light for guiding the fire path lost its function due to fire or smoke, and the escape
time outside was delayed due to the difficulty of finding an escape, but in this study, the visibility was
improved by installing a guide indicator at the height of the evacuee's knee. In order to verify the system,
a simulated evacuation direction guidance system was installed in the actual building, and the validity
was verified.
Keywords: IoT, Disaster detectio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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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재 발생시 위치의 정확한 판단 및 최

1. 서 론

단 탈출 경로, 우회 경로 분석을 포함한 안내시스템
지난 20여년간 중대형 재난재해(화재)의 발생은

개발에 관한 것이다.

도시구조의 복잡화와 고층화, 밀집화 등에 의해 지

구체적으로는, 상황실에서 화재 등의 건물 내에서

속해서 발생 하였고,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피해는 재난 발생에 대한 인지부족 및 구조 복잡도,

인지하고,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피난 방향을 안내

대피 방법 어려움에 따라 증가 하고 있다.[Figure 1]

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화재 시 피난방향 안내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물의 천장이나 벽 등에 비상구 유도등
이 설치되어 화재 등의 비상시 사람에게 탈출구 위
치만 확인 시키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술
은, 실제 피난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피난 유도를 지시함에 따라, 피난 중 제대로 된 파악

재난(화재) 확산방지 실패 요인 중 주요
문제점 출처 : 2017년, 연구논문 국내 대형화재
사고의 피해 확산 요인에 관한 연구)

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대피자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

Figure 1.
(

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화재의 발생이 비상구 측에서 발생하더라도
비상구 유도등만 있는 관계로 더 큰 인명피해를 발

현 소방안전 규정에는 화재경보, 화재진압(소화

생시키는 문제점과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어

전, 스프링클러, 소방서 통보 등), 화재대피(비상구

화재시 피난 경로를 표기하는 피난 방향을 선택적으

표시, 피난안내표시 등)로 구분되어 규제 및 행정지

로 조절하여 화재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유도할 수

도를 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Figure 2]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으로 “재난안
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사고 사망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
을 2024년까지 대폭 감축하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 추진 중이다.
향후 대형 복합건물(대형화, 복잡화, 밀집화 등)

Figure 2.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본 소방
시설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재 인지의 정보 전

피난 방향 안내 표시

2. 이론적 배경

달 및 대피방법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기 때
문에 화재에 대비한 대피 자동안내 시스템의 도입이

이번 연구는 기존 소방안전 관리법 외 ‘안전 피

필요하다.

난 경로 보조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고전적

9

감지기로는 정확한 화재 위치 확인이 불가(층 전체

실험 진행을 위하여 전체 구성은 DHT22 온도센

또는 건물 단위로 파악)했던 점을 개선하여 정확한

서,

64x32

LED

Matrix,

Zigbee

Gateway,

화재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 방향을 안내하여 대피자

Raspberry PI를 사용하였으며, 통신 방식은 Zigbee

를 빠른 시간에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무선통신과 UTP유선통신을 혼용하였다.[Figure 4]

또한 기존 감지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센서 퓨전
방식과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하여 동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관제센터의 진화를 기대 할수있다.

3. 화재 피난 방향 안내 시스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지기의 종류는 온도, 연

Figure 4.

기, 가스 감지기가 있으며 기존 감지의 한계(정확한

실험 구성 장치

화재 위치 확인이 어려움)를 개선 하고자 여러 감지
기 중 온도(열)에 의한 감지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

실제 건물에 설치하여 센서 동작, Display 표시,
통신거리에 따른 동작여부 등을 확인 하고, 다익스

행 하였다.
기존 감지기의 동작 방식은 수신기가 내보낸 전압

크라 알고리즘에 의한 최단 탈출 경로를 분석 하여

이 감지기 작동 시 접점이 붙어 쇼트가 되면 종단저

관리프로그램의 대피경로 안내 출력 내용과 Display

항을 거치지 않고 수신기로 전압이 들어가 수신기가

표시 내용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였다.

화재 상황을 인지하는 형태이다.
화재 발생 시 대피에 대한 선행 연구 중 ‘특허 제
10-2077801 화재 대피 경로 안내 시스템’에서는
광원을 천장에 장착하여 화재 시 바닥에 탈출 경로
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광원이 천장에
있으므로 화재 시 연기나 불길로 인해 바닥에 제대
로 표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이번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무릎높이에 장착하여 식별을 용이하
게 하였다.[Figure 3]

Figure 3.

기존 특허와의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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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프로젝트 실험 시 가상화재상황을 발생시켜 각 온
도 센서로 부터 시간별로 온도 데이터를 수집한 결
과 특정 센서의 온도가 상승하면, 관리프로그램에서
감지하여 정확한 화재 위치(센서#3)와 온도(60℃)를
표시하였다.[Figure 5][Figure 6]

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건물 내 무선통신방식에 의한 거리의 한
계점을 극복할 방법과 화재로 인한 정전 시 배터리
사용에 대한 추가 연구 및 음성안내를 접목하여 재
난지역 탈출 효율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Figure 5.

센서모니터링 결과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Grand ICT
연구센터)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2-2020-0-01462)

참고 문헌
[1] 이재흠 외,“상황인지 기반 화재재난 안전 대피
경로 및 대피유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2020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41-143쪽, 2020년.
[2] 백은선 외,“화재안전의식 및 피난유도 시스템
에 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괴 논문지, 제24
권 제6호, 45-53쪽, 2010년.
[3] 김대일 외,“화재발생 시 대피시뮬레이션 시스

Figure 6.

관리프로그램의 감지 결과 및 위치 표시

템을 통한 최적대피경로 적용에 관한 연구”
KOSDI,

재난정보학회지

96-110쪽, 2020년.

관리프로그램의 화재 위치 감지 후 다익스크라 알
고리즘을 통한 최단 탈출 경로를 분석하여 피난 방
향을 관리프로그램의 화면에 표시하고 복도에 설치
된 Display에 전송함으로써 동일한 방향을 표시하
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센서를 활용하여 화재 발생
위치의 정확도를 향상 시켰고, 다익스크라 알고리즘
을 활용한 최단 거리의 탈출구와 방향 안내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기존 특허의 탈출 방향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무
릎 높이에 표시함으로써 시인성 측면에서 향상 되었
고, 실제 건물에 설치 및 실험을 통한 검증으로 기존
소방 안전 관리법의 피난 경로 보조 도구로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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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침수 위험도와 방재회복력 분석
Analysis of urban flood risk and disaster resilience using big data
박기용, 이주연

요 약
도시지역에 침수 피해 발생 시, 비구조적 측면의 대책으로써 토지이용, 도시공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침수 위험도와 도시계획시설의 방재회복력을 분석하였다. 도시 침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취약성 분석과 노출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방재회복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침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를 저감시
킬 수 있는 회복력이 높은 도시계획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과학적인
결과물인 도시침수 위험도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침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분포율이 높은 지역을 위험지역으
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침수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빅데이터, 도시침수, 위험도, 회복력

다. 제1단계 취약도(vulnerability)는 도시계획적 측

1. 서 론

면이 강조 된 토지이용, 건축물 특성과 관련된 지표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시에서의 재해가 점차 대형
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방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재해
중 침수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도
시침수와 관련하여 그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책은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서야 추가적으로 비구조적
인 대책을 보완하는 형태의 통합적인 대책으로 전환되
고 있는 추세이다[2].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도시
침수에 대한 도시공간과 토지이용 대책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인명손실과 재산적 피해를 저감시키는 데에 매
우 효과적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침수에
의한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침수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

바탕으로 Fuzzy 분석을 실시한다. 침수심과 침수면적
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한 단계인 제2단계에서 노출도
를 포함하고 있는 재해특성(hazard와 exposure)은
강우와 지형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HEC-RAS 모
형으로 계량화하여 침수지도로 나타낸다. 제3단계 침
수위험도(risk)는 Kron(2002)의 연구[4]에 의거하
여 Vlnerability × Hazard(Exposure)로 나타낸다.
제4단계에서는 회복력의 특성인 내구성(robustness),
대체성(redundancy), 자원 동원력(resourcefulness),
신속성(rapidity)에[5] 근거하여 네트워크 구조의 의
사결정 시스템(Analytic Network Process, ANP)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방재회복력에 대하여 상대
적 가치평가를 분석한다.

이용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분석체계는 Fig. 1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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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체계

3. 결과 및 고찰

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대책을

창원시의 사회·경제적 피해의 척도인 비구조적 요인
(필지별 공시지가, 용적률, 지하공간, 건축물 연식, 건
축물 재질)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취약성 분석한 자
료인 토지이용 등급화 지도와 노출도를 포함하고 있는
재해특성(강우 및 지형 등)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침수심을 분석한 침수해석 지도를 오버랩하여 도시침

마련해야 한다. 향후 도시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
니라, 기후변화와 도시화라는 이슈와 함께 집중호우
발생 시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토지이용 부문이라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 위험도를 등급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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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방재회복력

4. 결론
본 연구는 도시공간적인 개념과 건축물의 특성을 반
영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모형인 도시침수 위
험도를 도출했다. 도시침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용도
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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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정보화 연구 동향 분석
Domestic informatization research trend using Network analysis
장성수, 이정환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정보화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1년동안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키워드에 ‘정보화(Informatization)’가 포함된 연구논문 487건의
전체 키워드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중심성분석, 커뮤니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정보화
주제로 발표되는 연구논문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빅데이터’, ‘정보격차’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연구
가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능정보화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
을 위하여 관련 제도적 장치 및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연계된 해양, 관광, 안전, 노동시장 등의 전반
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정보화, 연구동향,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domestic informatization research trend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Keyword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by collecting all keywords of 487 research papers
with ‘informatization’ as the keyword in the KCI from 2012 to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on informatization topics has been on the decline since 2012, and research has
been limited to specific fields such as ‘Big data’ and ‘Information gap’. Through thi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successfully ente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eyond the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e overall fields such as the maritime, tourism, safety, and labor market link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related institutional devices and problems It
looks like it needs to go ahead..
Keywords: Infomatization, Research Trend,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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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뮤니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화의 개념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
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
우리 사회의 정보화 확산으로 정보화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화 연구 동향을 분석하
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정보
화 연구 동향 분석이 정보화의 다양한 분야 중 디

Figure 1.

지털 정보격차[2], 전자정부[3] 등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분석되거나 2012년까지의 자료를 대

연도별 연구논문 추이

3. 연구 결과

상으로 국내 정보화 연구 흐름을 분석[4]한 점에
서 아쉬움이 있다.

3. 1 빈도 분석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
근 정보화 활용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정보화 전체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수집된 키워드 2,240개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화사회’(26회), ‘교육정보화’(23
회), ‘정보화교육’(19회), ‘지역정보화’(19회), ‘정
보격차’(18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워드클라우
드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학술지 검색 포털 한국학술지인

3. 2 네트워크 분석

용색인(KCI)에서 2012년부터 2021년간 키워드에

4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정보화(Informatization)’가 포함된 연구논문을 수

구조를 <Figur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형성된

집하였다.

추이는

네트워크는 46개의 노드와 100개의 링크로 구성

<Figure 1>과 같다. 학술논문에서 저자 키워드가

되며, 평균 거리는 2.826(최대 3단계)으로 국내

학술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단어로 표

정보화 연구에 사용된 키워드가 하나의 네트워크

현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5]에서 수집된

그룹으로 구성된 작은 세상 네트워크임을 알 수

연구논문 487건의 키워드 전체를 본 연구자료로

있다.

연도별

발표된

연구논문의

선정하였다. 수집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불용어 삭
제, 표기법 통일 등의 정제작업(전처리)을 시행하
여 최종 2,25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후 키
워드간의 관계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넷마이
너1를 사용하여 키워드 빈도분석, 중심성분석, 커

1 사이람(Cyram)에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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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키워드 빈도분석
Table 2.

네트워크 분석

Figure 3.

중심성 분석결과(상위 10개)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값

키워드

매개
중심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값

키워드

매개
중심값

1

빅데이터

0.266

정보격차

0.239

6

지역정보화

0.177

정보화정책

0.090

2

전자정부

0.222

빅데이터

0.142

7

정보화사회

0.155

전자정부

0.089

3

정보격차

0.222

정보화사회

0.128

8

인터넷

0.155

인터넷

0.081

4

클라우드컴퓨팅

0.200

중소기업정보화

0.122

9

거버넌스

0.155

지역정보화

0.079

5

국가정보화

0.177

클라우드컴퓨팅

0.104

10

중소기업정보화

0.133

개인정보보호

0.076

3. 3. 중심성 분석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주제를 공유하는 키워드들

정보화 연구동향의 핵심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매개중심성 분석을 통해 하위 연구영역을 서로 이
어주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중심성분

을 살펴보고자 커뮤니티분석을 실시하였다[6][7]
(<Figure 3>). 분석결과 총 6개의 그룹으로, 그
룹별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 ‘정보격차’, ‘정보
화교육’, ‘중소기업정보화’, ‘정보화교육’, ‘정보화전
략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핵심 키워드를 중심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첫째 연결 중심성은 ‘빅데이터’, ‘전
자정부’, ‘정보격차’ 순으로 높았다. 둘째, 매개 중

으로 그룹 내 동시 출현한 키워드와 연계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성은 ‘정보격차’, ‘빅데이터’, ‘정보화사회’ 순으
로 높았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화 연구에서 ‘빅데
이터’, ‘정보격차’가 핵심 키워드이자 관련된 하위
키워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4 커뮤니티 분석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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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분석

5. 결론 및 제언
2012년 이후 ‘정보화’를 포함한 연구논문의 발

지, 31(2), 121-142, 2014.
[6] 최진호 외. “기술예측을 위한 특허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지능정보연구, 17(4), 227-240,

표는 평균 35건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는 우

2011.

리 사회의 정보화가 관련 제도적 장치, 다양한 문
제점 등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

[7] Girvan, M. and M. E. J. Newman, “Comm
unity structure in social and biological net

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보화 분야의 활발한 연

works”,

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국내 정보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정

America, Vol.99, No.12, 7821～7826, 2002,

보화 연구가 ‘전자정부’, ‘정보격차’ 등의 특정 분
야에 한정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해외에서는 해
양, 관광, 안전, 노동시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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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축산물 소비를 중심으로*
Effect of multimedia contents on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cused on livestock consumption
나형철*, 김기남**, 아지즈 나스리디노프**, 류관희**

충북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요 약

최근 TV, SNS와 인터넷 동영상 채널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
다.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농식품 소비가 감소한 시기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 활성화를 시도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가 감소할 때, TV,
블로그, YouTube 등의 멀티미디어 채널에서 제공되는 농식품 관련 콘텐츠가 축산물 소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 소비 및 유통 관련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예측 변수로 수집하고, 다층
모형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축산물 소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통해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감소한 농식품의 소비에 대해 소비 촉진 방안 모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시기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비 활성화

1. 서 론 및 관련 연구

를 시도한 경우나 성공한 사례도 언론에서 종종 다
2019년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방

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을 위한 돼지 살처분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가 감소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때, TV 프로그램, 블로그, YouTube 등 다양한 멀티

인해 돼지고기 가격과 소비와 한동안 지속된 바 있

미디어 채널에서 제공되는 돼지고기 및 가축전염병

다[1]. 최근 TV 프로그램이나 SNS이나 인터넷 동

발생 관련 콘텐츠가 축산물 소비 회복에 미치는 영

영상 채널 등에서 먹방 및 쿡방 콘텐츠가 증가하면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 이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식품 소비에 미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2-3]. 농식품 소비가 감소한

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5341012022)과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No. 2020R1I1A1A01071884)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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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멀티미디어 채널을 통한 식품 마케팅에

농식품의 소비 감소 시, 농식품 소비 촉진에 이바지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5-6], 콘텐츠의 감성

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을 분석하여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
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Table 1.

수집 데이터 및 변수

데이터 데이터 명
종류
정형 소비자 패널
데이터 도매가격
소매가격

서 유래한 변수들이(예, 언급 빈도, 감성 분석 결과

변수 명
소비자 패널 일별 구매
금액
일별 도매 가격
일별 소매가격
돼지고기 언급 뉴스 기사
빈도
돼지고기 언급 뉴스 기사의
감성 분석 값
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뉴스 기사 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뉴스 기사의 감성 분석 값
돼지고기 언급 블로그
포스트 빈도
돼지고기 언급 블로그
포스트의 감성 분석 값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블로그
블로그 포스트 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블로그 포스트의 감성 분석
비정형
값
데이터
돼지고기 언급 프로그램
빈도
돼지고기 언급 프로그램의
TV 프로그 감성 분석 값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램
프로그램 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프로그램의 감성 분석 값
돼지고기 언급 Youtube
빈도
돼지고기 언급 Youtube의
감성 분석 값
Youtube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Youtube 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언급
Youtube의 감성 분석 값

등) 위계적 구조를 통해 농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하에 다층모형을 통해 구매 금액으로 대표
되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농식품 소비 감소 시, 멀티미디어를
통한 소비 촉진 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수집 변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소비 감소
와 소비 회복에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TV 프로그램, 블로그, YouTube 등 다
양한 채널에서 돼지고기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언
급한 빈도와 콘텐츠 내용의 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2019년 9월 기
준으로 발생 전 1년과 발생 후 1년간 관련 소비 및
유통 관련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 한다(Table 1).

2) 분석 방법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축산물 소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콘텐츠의 주제어 언급 빈도
및 감성 분석 결과를 예측 변수로 활용하게 되며, 이
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다층모형을 사용한다.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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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의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 여부 분류 모델
A Classification Model for Wearing Safety Helmet Based on Deep Learning
유연주, 최우석, 최상현

요 약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대다수가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서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행동 요령을 강조하거나 보호 장비 착용 상태를 감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또한 현업에서 작업자의 보호 장비 착용
여부를 끝임 없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작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작업장안전, 안전모, Yolo, 딥러닝, 컴퓨터비전

Abstract
Most of the safety accidents that occur in the workplace are caused by not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safety helmets. Therefor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making efforts by
emphasizing the safety rules of workers or monitoring the wearing of protective equipment.
However, deploying a safety manager for this purpose is expensive, and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endlessly check whether workers are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in the fiel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hat can be automatically monitored by CCTV in the
workplace by designing a deep learning-based safety helmet identification model.
Keywords: Construction Safety, Safety Helmet, Yolo, Deep Learning, Compute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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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객체 탐지 및 분류 기술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Yolo(You Only Look Once)는 대표적인 단일 단

있으나, 작업장에서는 당연히 지켜야할 안전 수칙들

계 방식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이다. YOLO 알고리즘

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실제로 크고

은 원본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의 그리드(grid)로 나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눈다. 각 그리드에 대해 그리드 중앙을 중심으로 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1].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리 정의된 형태(predefined shape)으로 지정된 경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태

계박스의 개수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및 성능 불량’은 전체 안전사고 원인의 13.3%으로 2

계산한다. 이미지에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위를 차지했다. 또한,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

배경만 단독으로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포함되며 높

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발생률은 88.9%로,

은 객체 신뢰도를 가진 위치를 선택해 객체 카테고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했을 때의 안전사고 발생률인

리를 파악한다[3].

11.1%보다 약 8배나 높게 나타났다[2]. 정리하면, 현

2016년 Joseph Redmo 등 3명에 의해 공개된

재 많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yolo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버전을 향상시

도 예방 가능하지만,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

키고 있으며, 2021년에는 yolox가 등장하였다.

해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yolox는 s, m, l, x 등 은닉층의 깊이에 따라 4가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

버전이 존재하며, x가 모델의 깊이가 가장 깊고 정

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확도가 가장 높다[4].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ure

1

과 같이 작업장 내 설치된 카메라에 딥러닝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알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ure 1. Yolov5

버전에 따른 속도 및 정확도 비교

본 연구에서는 yolo 모델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yolov5x를 사용하였다.

Figure 1.

안전모 착용여부 분류 모델 적용 이미지

23

3. 안전모 데이터 수집

같이 Head(82%), Helmet(79%)로 나타났으며, 최
종적으로 80.48%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Roboflow에서 제공하는 Hard Hat
Workers Dataset과 Kaggle에서 제공하는 Safety
Helmet Dataset을 활용하였다. Roboflow에서는 총
7,041개의 작업장 image와 head와 helmet의 위치
정보가 담겨있는 json file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kaggle에서는 총 5,000개의 작업장 image와 head와
helmet의 위치 정보가 담겨있는 XML file을 제공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 여부
분류 모델을 설계하는 데에 총 12,041개의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또한,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 여부 분류모델의 성
능 평가를 위해 8:2 비율로 학습-검증 데이터 Split

Figure 2.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여부 분류 모델 성능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습 데이터는 9,633개, 검증
데이터는 2,408개로 준비하였다.

5. 결론

4. 안전모 착용여부 분류 모델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여부 분류 모델은 전 장에

본 논문에서는 작업장 내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

서 준비한 12,041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접 학

용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딥러닝 기반의

습해주었다. 학습할 때, optimizer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여부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SGD)를 적용해주었으며, loss는 categorical_crossentropy

Roboflow와 Kaggle의 데이터를 가지고 YOLO 기반

로 설정해주었다. 모델의 epoch은 500까지 반복되도

의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여부 분류 모델을 학습하였

록 설계하였으며, loss가 10번 이상 감소하지 않으

으며,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80.48%의 정확도를 보

면 중단하도록 Early Stopping을 설정해주었다. 이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활용하면 안전관

미지 데이터를 입력시킬 때, Size는 (224, 224, 3)

리자가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시하는 작

의 3차원 구조로 지정해주었으며 이는 244*244 크

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작업장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기에 RGB 색상(3색)을 의미한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여부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다만,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는 mAP@loU = 0.5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고사양의 PC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평가용 데이터는 사전에 준비해둔 2,408장의 Test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가벼우면서도 정확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성능 평가 결과 Figure 2와

를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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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활용한 농작물 병충해 이미지 분류
Crop Disease Image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윤동규, 박우찬, 최상현

요 약
들어 이상 기온과 잦은 비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작물 재배 시 병해충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정보를
쉽게 얻기 힘들고 조치가 늦어 농가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초기에 빠른
조치를 위해 작물 이미지 데이터를 2D CNN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해 작물의 상태를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5차례 분류 결과 평균 91.74%로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빅데이터, 딥러닝, 머신러닝, 이미지 분류

Abstract

Recently, due to abnormal temperatures and frequent rain, the management of diseases and
pests has become important when growing crops, but the damage to farm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ue to difficulty in obtaining information and slow action.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study to classify crop image data using a 2D CN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for quick
ac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se farms.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five times, high accuracy was
confirmed with an average of 91.74%.
Keywords: Big Data,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Image Classification

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병해충으로 인한 피

1. 서 론

해는 전문 농업인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소·대규모로 각종 작

최근 들어 이상 기온과 잦은 비 등으로 한국의 농
가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노지 작물을 키우
는 농가의 경우 이러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각종 질병
이나 해충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
해충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초기에 조치를 취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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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재배하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쉽게
관련 질병을 파악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D CNN을 사용하
여 작물 이미지를 학습 및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작
물의 정상 및 질병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10

Tomato_Yellow_L
eaf_Curl_Virus

황화잎말림바이
러스

5,357

분석을 위한 14종의 작물의 정상/비정상 데이터 셋
은 Mendeley Data[1]에서 수집하였고 그중 9가지의

3. 실험모델 및 결과

질병과 정상 이미지가 골고루 있는 토마토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Google chromedriver를 사용한 크
롤링으로 토마토 정상 이미지를 추가 수집하였다.

작물 병충해 이미지 분류를 위해 주로 영상 데이
터나 이미지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2D CNN을 사용
하였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은
깊은 층을 갖는 인공 신경망 모델로 훈련 자료를 이
용해서 분류에 유용한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에
분류를 수행하며, 영상 분석, 신호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2].

Figure 1.

수집된 이미지 예시

수집된 이미지들은 모델에 적용할 Input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 먼저 Resize 과정을 통해 사이즈를
통일시켰고 0~255 사이의 픽셀 값을 255로 나누어
줘서 0~1.0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하였다.
또한 Train 데이터 셋에는 Tensorflow.keras의
ImageDataGenerator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15도 각
도로 회전을 주었고 0.05범위 내에서 좌우, 상하로
이동시켰으며 좌우 반전을 주어 학습을 진행하였다.
전처리가

진행된

데이터는

Train

data

Figure 2. 2D-spectrum CNN structure[3]

:

데이터는 Random sampling을 적용하여 분석 시

Validation data : Test data = 7:2:1의 비율로 구성

무작위 추출되는 방식으로 5차례 진행되었다.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1
Class
1
2
3
4
5
6
7
8
9

Table 2 2D-CNN

분석에 사용된 토마토 이미지 데이터 수

Name(Eng)
healthy
Bacterial_spot
Early_blight
Late_blight
Leaf_Mold
Septoria_leaf_spot
Spider_mites
Two-spotted_spid
er_mite
Target_Spot
Tomato_mosaic_vi
rus

Name(Kor)
정상
세균성반점
조기마름병
후기마름병
잎 곰팡이
토마토 잎 반점

Count
1,591
2,127
1,000
1,909
1,000
1,771

두점박이응애

1,676

표적반점

1,404

모자이크바이러스

1,000

Test
1
2
3
4
5
Average

Error(%)
10.7
6.8
7.4
7.9
8.5
8.26

모델 분류 정확도
Accuracy(%)
89.3
93.2
92.6
92.1
91.5
91.74

Table 2와 같이 2D CNN을 사용한 5차례의 분류
결과 평균 91.74%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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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Mendeley Data와 크롤링으로 수
집한 약 19,000장의 토마토의 정상/비정상 이미지
데이터를 2D CNN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방식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91.74%로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
로 조기에 질병이나 해충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2019년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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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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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용 데이터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Mendeley Data의 경우 작물 이미지의
배경이 없고 토마토 잎을 1장씩 찍은 정형화된 이미
지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눈으로 보는 토마토
잎과 다르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직접 촬영하여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골고루 확보
하고 고도화된 이미지 분류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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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의 레이저 산란 이미지로부터 GAN을 이용하는
초미세 결함 검출
A Sub-Micron-Fault Detection Using GAN from Laser Scattering Images of OLED
김민지, 송광호, 이승걸, 김유성

요 약

본 논문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 표면에 레이저 광을 입사시켜 촬영한 레이저 산란 이미지로부터 표면에 존재
하는 초미세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하는 딥러닝 기반의 미세
결함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OLED 디스플레이 표면에 존재하는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초미세 결함을 레이저 산
란 이미지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는 레이저 산란 이미지 촬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중인
레이저 산란 이미지 촬영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고해상도 그레이 샘플 이미지들을 적정 크기의 이미지로 분할하
고, 이들을 이용하여 GAN을 학습시키기 위한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 활용하여 딥러닝 네트워크의 GAN
모델을 개발하여 OLED의 초미세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핵심 컴포넌트로 사용한다. 이후 입력 공학으로 준비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된 미세 결함 검출 방법의 GAN 모델 최적화를 실시하고, 다양한 초미세 결함 영역
의 크기 및 밝기에 따른 검출 정확도를 분석한다. 분석 실험 결과에 따르면 초해상도 레이저 산란 이미지 내에
1개 픽셀로 촬영된 초미세 결함에 대해서 최대 약 84% 정도의 정확도로 검출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제어: OLED 디스플레이, 미세 결함 검출, GAN, 딥러닝 최적화, 레이저 산란 이미지 촬영 시스템

Abstract

In this paper, a deep learning-based sub-micron defect detection scheme using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from laser scattering images is proposed to
make detection of ultra-fine defects on the surface of OLED display products
feasible. A laser scattering imaging system capable of detecting sub-micron-sized
ultra-fine defects on the surface of OLED display using a laser scattering image is
being developed. In this study, the high-resolution gray sample image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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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laser scattering imaging system are divided into appropriate-size images,
and training and test data are prepared and used to learn the GAN of the deep
learning network, and the GAN model is used as the core component for detecting
ultra-fine defects on OLED display. Afterwards, by using the test data, the GAN
model is optimized to determine the optimal environment for sub-micron defect
detection of the proposed GAN-based ultra-fine defect detection method, and the
detection accuracy according to the various sizes and brightness-levels sub-micron
defects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sub-micron defects
photographed with one pixel in the super-resolution laser scattering image could be
detected with an accuracy of up to about 84%.
Keywords: OLED display, Ultra-fine defect detection, GAN, Deep-learning optimization, laser scattering imaging system

1. 서 론

이용하는 딥러닝 기반의 미세 결함 검출 방법을 제안
한다. 또한, 제안된 미세 결함 검출 방법의 적정 검출

최근 반도체 및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의 발
전으로 제품 조직의 미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제품의 표면에 내재된 미세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
기 위한 연구 및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 요구가 증
대함에 따라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서브-마
이크론 크기의 초미세 결함 검출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레이저 산란을 이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최적 결함 검출의 크기 및 밝기 조건에 대해서 분석한
다. 이러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개발 중인 레이저
산란 모듈 및 이미지 촬영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
기 위한 이론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OLED 및 반도체에 내재된 서브-마이크론 결함을 빠
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산업기술 혁신의 국산
장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O.2um급 표면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레이저
산란 모듈 및 이미지 촬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 딥러닝 학습 데이터 준비

[1]. 이렇게 개발된 레이저 산란 이미지 촬영 시스
템과 연계하여 고해상도 레이저 산란 이미지로부터

OLED의 0.2um급 표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레

초미세 결함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지능

이저

컴퓨터 비전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

PDL(pixel defined layer) 기반 OLED 샘플을 촬영

구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로부터 서브-마이크론

한 초해상도 이미지(16,384*10,000*8)에서 발광

크기의 초미세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조직 샘플로 형성된 운동장 트랙 형태의 패턴이 포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4-8]을

함된 1030*1030 크기의 총 8개 영역의 이미지를 실

30

산란

이미지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험을 위한 기본 이미지로 활용하였다. 1030*1030

10%~100%(원본) 변화시켰을 때의 결함 검출 정

크기의 영역에는 트랙의 패턴이 가로 16개, 세로 48

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총 16,000장의 이미지를 활

개 위치하기에 트랙을 가로 2개, 세로 6개씩 포함하

용하여 결함의 크기, 밝기에 따른 검출 가능성을 확

는 128*128 크기의 이미지로 분할하여 총 5,160장

인하였다.

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과도하게 훼손되어 사
용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제거하여 총 4,470장의 샘

3. 딥러닝 기반 미세 결함 검출

플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샘플 이미지 전체
는 기본적으로 6:2:2의 비율로 구분하여 학습용, 검
증용, 테스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학습용 이
미지에는 다양한 크기 및 밝기의 결함을 랜덤하게
흉내 내진 이미지를 추가(augmentation) 포함시켰
다. 이때, 결함의 크기는 1*1, 1*2, 2*1, 2*2의 4종
류 그리고 결함의 밝기는 25, 75, 125, 175의 4종류
를 조합해서 원본 이미지 1장당 총 16장의 이미지가
추가되도록 하였다. 테스트 이미지에는 4,470장의
20%인 894장의 원본 이미지로부터 결함의 크기 및
밝기로 사용 가능한 크기가 1*1, 1*2, 2*1, 2*2이고
픽셀 값이 25, 75 125, 175인 16가지 조합의 영역
을 포함하는 이미지 100장씩 선별하여 총 1,600장
추가

이미지에

대해

해당

영역의

밝기를

OLED 표면의 미세 결함을 [그림 1]의 처리 과정
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16,384 픽셀 폭
의 라인 카메라로 샘플의 크기만큼 촬영한 고해상도
입력 이미지를 128*128 크기로 분할하여 미세 결함
검출기에 입력한다. 입력된 이미지로는 GAN의 생
성기를 통해서 결함 부분을 제거한 이미지를 생성하
여 원본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해 차분 영상을 생성
한다. 또한 입력 이미지로부터 배경의 에지를 검출
하여 OLED 패턴에 의해 레이저 산란이 발생하여 결
함처럼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한다. 따라서 차
분 영상으로부터 인식된 미세 결함 후보 지역에서
OLED 패턴 레이저 산란을 제외하여 최종 미세 결함
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고해상도 레이저 산란 이미지로부터 딥러닝을 이용한 미세 결함 검출 과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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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의 미세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서

을 위해서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binary cross

는 입력 이미지에 포함된 미세 결함 부분을 제거하

entropy: BCE)와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고 다른 부분은 보존하는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 낼

error: MAE)를 이용하는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수 있는 생성기(generator)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용하였다. 반면에 분류기는 생성된 이미지와 원본

연구에서는 유사 이미지 생성에 강점을 갖는

이미지를 잘 구분하도록 학습되며 이진 분류에서 많이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모델을 사

사용하는

용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GAN 모델

entropy: BCE)만을 손실함수로 사용한다.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binary

cross

을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4. 결함 검출 정확도 분석

128*128의 미세 결함이 포함된 이미지와 미세 결함
이 포함되지 않은 생성 타겟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생

최적의 GAN 모델 생성을 위해서 최대 500 에포

성기(generator)와 분류기(discriminator)를 적대적
으로 학습시킨다. 생성기는 미세 결함이 포함된 이미
지로부터 미세 결함이 제거된 타겟 이미지를 잘 생성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U-NET 형태를 채택하였으
며,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의 형태, 결함 크기 및 모양
을 검출할 수 있도록 다중-크기(multi-scale) 모듈
을 채택하고 미세 결함 부분만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원본과 최대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스킵
커넥션(skip connection)을 채택하였다. 생성기 학습

[

그림

크까지 실시한 검증 정확도 비교실험으로부터 484
에포크에서 최대의 검증 정확도를 낼 수 있음을 확
인했기에 이후 실험에서는 이때 학습된 GAN 모델
을 사용하였다. 2절에서 설명한 데이터 중에서 테스
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세 결함의 크기별 그리고
미세 결함의 밝기별 검출 정확도를 분석하여 OLED
표면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와 밝기의 미세 결함이
검출 가능한지 분석하는 실험을 하였다.

의 생성기와 분류기 학습 과정

2] 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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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OLED 레이저 산

이용하여 촬영한 레이저 산란 이미지로부터 딥러닝

란 이미지에서 미세 결함에 의해서 생성된 1*1,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미세 결함을 검출하는 방

1*2, 2*1, 2*2 크기의 미세 결함 모두 유사하게 평

법을 제안하였다. 딥러닝 모델로는 입력 이미지에

균적으로 66% 정도 검출 가능하며, 미세 결함의 밝

포함된 미세 결함 부분을 제외한 유사한 이미지를

기가 어두운 경우인 25, 75보다 밝은 경우인 125와

생성하기 위한 U-NET 기반의 GAN을 사용하였으

175인 경우가 더 잘 검출하여 최대 84% 정도까지

며 최적의 모델 선정을 위한 실험과 다양한 미세 결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밝기가 낮은 25와 75

함 크기와 밝기에 따른 검출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

인 경우에 검출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샘플 이미지

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밝은 픽셀값

의 픽셀값 대부분이 100 이하를 갖는 상황에서 낮은

을 갖는 미세 결함 영역에 대해서 1*1 크기로 촬영

밝기의 미세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결함의 밝기

된 미세 결함까지 최대 84%까지 검출할 수 있는 것

를 상대적으로 10%~100%까지 변화하여 검출 정

으로 판명되었다. 이후에는 제안된 미세 결함 검출

확도를 분석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반영 백분율에 의

방법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 GAN 모델의 딥러

한 밝기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분별하

닝 네트워크 구조 및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여

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출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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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ous Convolution을 이용한
군중 행동 분류 정확도의 향상
Improvement of Crowd Behavior Classification Accuracy
Using Atrous Convolution
최종혁(Jong-Hyeok Choi), 김정훈(Jeong-Hun Kim), 나스리디노프 아지즈(Aziz Nasridinov)*, 김유성(Yoo-Sung Kim)*

요 약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딥러닝의 등장으로 비디오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분류하는 등의 연구들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주로 소수의 인간을 포함한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다수의 군중이 포함된
등을 이용하는 실제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디오로부터 군중의 행동을 분류할 수 있는
기반 군중 행동 분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다 제안되는 모델에서는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 군중
과 군중 사이의 상호 작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을 이용하여 기존 인간 행동 분류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정확도로 군중 행동 분류를 가능함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딥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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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

,

Atrous Convolution

.

,

.

주제어: Atrous Convolution,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군중 행동 분류, 비디오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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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컴퓨터
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딥러닝의 등장은 컴퓨터
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나 딥러닝을 이용
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소수의 인간으로 구성
된 비디오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분류
하는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과 같은 데이터들과
를 활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해낸
과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에
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되던
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기반의
등
의 새로운 방법들 또한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등을 이용하는 비디오 감시 시
스템에서 이들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과 같은 다
양한 상황들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몇 가
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히나 인간의 행동을
분류하는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비디오 데이터들
,

.

,

,

Kinetics-400[1]
Neural

Convolutional

Network(CNN)

MoViNet[2]

SlowFast[3]

.

,

Transformer

Vision

과는 달리 실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영상의 경우 다수의 군중을 포함하는 경우가 잦
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의 움직임이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 작용 등으
로 인해 인간의 행동 더 나아가 상황을 인식하
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근
에는 이러한 군중의 행동이나 군중의 상황을 인
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디오 데이터들 또한 새
롭게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서 위험 상황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군중의 행동
을 인식하기 위해
기반의 군중 행동 분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다 제안되는 모델에서는 인
간과 인간 더 나아가 군중과 군중 사이의 상호
작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을 이용한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기
존 인간 행동 분류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높
은 정확도로 군중 행동 분류가 가능함을 보이고
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제 환경에
서 사용되고 있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서 더욱
정확한 군중 행동 분류 더 나아가 군중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연구의 기초를 보임으

Transformer(ViT)[4]

ViViT[5]
.

CCTV

.

CCTV

,

,

,

.

,

.

,

CNN

.

,

Atrous

Convolution[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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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딥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비디오 감시 시
스템의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

.

2. 제안 방법

현재 군중 행동 분류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이라는 데이터
로써 실세계에서 얻어진 다양한 비디오들을
속에 존재하는 군중들을 총 개의 형태로 분류
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딥러닝 기반 군중 행동 분류 모델들이 연
구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 중 가장 높은 군중 행
동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은 인간 행동 분류
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던 를
에적
용한 모델 이다 하지만 기존 의 경우 단계
별로 고정된 크기의
수용영역 만
을 이용하여 특성을 추출하고 있어
를 벗어나는 거리에서 발생하는 인간과 인간
또는 더 나아가 군중과 군중 사이의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정된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류 정확도 하락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
를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을
통해 군중 행동 분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모델 구조를
제안한다
Crowd-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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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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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trous

Convolution

우선
은 다음의 그림 과
같이
이 수용하는 픽셀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
을 둠으로써 파라미터의 수는
유지하면서도
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크기의
즉 서로 다른 간격을 갖는
들을 활용하여 상호 작용의 특
성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는 기존 의
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
과 주요
에 대한
을 부여하기 위
해 사용되는
을 추가한
의 구조를 보이며 제안
방법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군중 행동
분류를 위한 특성들을 추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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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와 제안
방법의 군중 행동 분류 정확도를 비교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경우 온
라인에서 소실된 비디오를 제외한 총 개의
비디오 중 프레임 이상으로 구성된 개의
비디오를 선정 이를 로 동일하게 나누어 학습
과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의 경우
이미지와
를 동시 사용하는
방식 제안 방법의 경우
이미
지만을 이용한 방식에서 얻어진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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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도 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을 위한
클러스터링 기술 연구
A Study on Clustering Algorithm for Unsupervised Human Action Recognition
김정훈(Jeong-Hun Kim), 최종혁(Jong-Hyeok Choi),
출룬사이한 체렝푸렙(Tserenpurev Chuluunsaikhan), 나스리디노프 아지즈(Aziz Nasridinov)*

요 약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딥 러닝 기술은 광범위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인간
행동 인식은 사전 훈련된 합성곱 신경망의 도입으로 인해 성능이 향상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훈련된 합성곱 신경망은 제한된 양의 데이터에서 인간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실 환경에서 다양하고
변칙적인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의 행동을
정의하고 학습하도록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한 비지도 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모델은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추출된 특징들에 대해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반복적으
로 그룹화하고, 할당된 그룹번호를 인간 행동 레이블로 할당하여 모델의 가중치를 갱신한다. 제안모델은 인간 행동
인식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인 UCF-101에 대해 기존의 지도학습 기반 연구들과 유사한 정확도로 인간 행동 인식
이 가능함을 보이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인간 행동 인식 기술이 실 환경에서 활용될 가능성
을 보이고자 한다.
주제어: 클러스터링, 비지도 학습, 인간 행동 인식, 컴퓨터 비전

* Corresponding authors: Aziz Nasridinov (email: aziz@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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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learning, which has developed rapidly, has been extensively applied to computer vision
applications. Among them, human action recognition has improved performance duce to the
pre-train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However, these
pre-train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learn human actions from a limited amount of data, they
do not recognize various and anomalous human actions in the real-world, and their performance
deteriorates rapidly.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unsupervised learning-based human action
recognition model that utilizes clustering algorithm to define and learn human actions on its own
without learning pre-defined human actions. The proposed model iteratively groups video data by
utilizing the k-means clustering algorithm for features extracted through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updates the model weight by assigning the group number as a human behavior
label. The proposed model shows that human action recognition is possible with an accuracy
similar to that of existing supervised learning-based studies on UCF-101, a human action
recognition benchmark dataset.
Keywords: Clustering, Unsupervised learning, Human action recognition, Computer vision

1. 서 론

행동 인식 모델들은 제한된 양의 데이터에서 사전
정의된 인간의 행동들을 학습하여 새로운 영상을 분

딥 러닝 기술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구조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vNet)은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1]. 최근
에는 행동 인식, 상황 인지, 영상 요약과 같이 이미

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
하고 변칙적인 인간의 전체 행동을 모두 학습할 수
없어 사전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6].

지 수준을 시간 축으로 확장한 영상 수준 분석 기술
이 주류가 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
히 인간 행동 인식 기술은 사전 학습된 합성곱 신경
망을 활용한 I3D[2], TSN[3], SlowFast[4]와 같은
모델들로 인해 UCF-101[5]과 같은 벤치마크 데이
터집합에 대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식 정확도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높은 인식 정확도를 가지는 기존의 인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전
정의된 인간의 행동들을 학습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
의 행동을 정의하고 학습하도록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한 비지도 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 기술을 제
안한다. 제안모델은 우선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입
력 영상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이후,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당 특
징들에 대해 영상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하고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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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posed architecture
스터 번호를 인간 행동 레이블로 할당한다. 마지막

유도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특징들에 대해 k-means

으로 할당된 인간 행동 레이블을 사용하여 모델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각 영상 데이터에 클러스터

가중치를 갱신한다. 제안모델은 인간 행동 인식 벤

번호를 인간 행동 레이블로 할당한다. 여기서,

치마크 데이터 집합인 UCF-101에 대해 기존의 지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인 클러

도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 모델들과 유사한 정확

스터의 수는 사용자 입력 파라미터로 임의로 결정할

도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 환경에서 나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벤치마크 데이터집합을 이

타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사전 정의할 필요

용한 성능 평가를 위해 벤치마크 데이터의 클래스

없이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레이블 수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이 때, 같은 클러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다.

터에 포함된 데이터 간의 유사도는 최대화되고 다른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유사도는 최소화 되어야 클러

2. 제안 방법

스터 간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 논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손실 함수(  )를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하여 모델
의 가중치를 갱신한다.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스스로 정의하고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 모델을 제안하며,
제안모델의 구조는 Figure 1과 같다. 영상 데이터는
3차원으로 확장된 합성곱 신경망의 입력되며 이에
대한 시공간적 특징이 출력된다. 여기에서, 3차원
합성곱 신경망의 백본(backbone)은 대표적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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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인식 모델인 I3D, TSN, SlowFast를 활용하였

여기서,  은 영상 데이터의 수,   는  번째 영상 데

다. 이러한 시공간적 특징은 영상 내에 존재하는 객

이터의 시공간적 특징이며,    는 영상 데이터 

체들의 움직임(motion) 정보와 공간적인 정보를 동

의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   는 영

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동은 유사한 시공

상 데이터  와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영상 데이터

간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클러스터링
을 통해 동일한 행동이 같은 클러스터에 할당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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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평균거리,   는 영상 데이터  와 다른 클
러스터들 중 가장 가까운 평균거리를 나타낸다.

4. 결 론

다음으로, 할당된 인간 행동 레이블을 기반으로
분류

손실(   )을

계산하고,

최종

손실

값

         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갱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비지
도 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

신한다. 이 때,   는 binary cross entropy loss이

였다. 제안모델은 3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며,  는 0.5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손실 함수는 각

하는 기존의 인간 행동 인식 모델을 백본으로 하여

클러스터 내의 영상 데이터들이 발산하여 분류 경계

추출된 시공간적 특징을 클러스터링 하여 임의의 인

가 모호해지는 것을 최소화하여 제안모델의 분류자

간 행동 레이블을 할당하고 이에 대한 분류 결과로

(classifier)가 합성곱 신경망으로부터 추출된 시공

신경망의 가중치를 갱신하여 최적화함으로써 사전

간적 특징들이 유사한 영상 데이터들로부터 동일한

정의된 인간 행동 레이블 없이도 인간 행동을 인식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벤치마크 데이터집합인
UCF-101에 대한 실험결과 최대 91.2%의 인식 정

3. 실험 결과

확도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지도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 모델의 98.1%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지도

본 논문에서는 101개의 인간 행동 영상들로 구성
된 벤치마크 데이터집합인 UCF-101을 사용하여

학습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지도학습 기반 인간 행동 인식 모델인 I3D,
TSN, SlowFast와 이러한 모델들을 백본 신경망으
로 하여 클러스터링 기반 비지도 학습을 적용한 모
델들 간의 인식 정확도를 비교 평가한다. 총 13,320
개의 영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7:3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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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율주행 분야 학술 연구의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Co-author network analysis of academic research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utomated-driving
김형석, 이정환

요 약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자율주행 산업을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산업 육성에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각국의 연구기관은 한정된 연구자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web of science에 등록된 자율주행 관련 SCI 논문 7,094개의 서지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TSINGHUA UNIV’를 중심으로 한 1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확인하였으며, ‘DELPT
UNIV TECHNOL’, ‘TECH UNIV MUNICH’, ‘TONGJI UNIV’ 등의 연구기관들이 중간 허브로써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연구기관은 거대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규모 네트워크 내에서
도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내의 매개중심성과 연결중심성을 확인한 결과 중국과 미국의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자율주행, 공동연구, 중심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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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electing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as the future driving force of their country, and are actively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Research institutes in each country
researching autonomous driving are conducting joint research to efficiently
utilize limited research resources. In this study,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joint research network that is
being conducted in autonomous driving-related research. For this purpos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7,094 autonomous driving related SCI papers
registered in the web of science was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ne
giant network centered on TSINGHUA UNIV was confirmed, and it was
confirmed that research institutes such as 'DELPT UNIV TECHNOL', 'TECH
UNIV MUNICH', and 'TONGJI UNIV' are playing the role of intermediate
hubs.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were not included in the large
network, and were playing the role of participants in the small network. As a
result of checking the centrality of mediation and connection centrality within
the network, it was confirmed that research institutes in China and the US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m.
Keywords: Co-Author Network Analysis, Automated Driving, Collaborative Research, Centra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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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모빌리티를 미래 핵
심 성장동력으로 키운다고 발표하며, 2027년 완전
자율주행(레벨 4)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을 제
∙개정하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 투자를 실행[1]해왔
으며, 국가간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Web of Science에 등록된 SCI 논문 중, ’Automate
Driving’ 또는 ‘Automated Vehicles’ 2개 키워드를
포함하는 학술논문 9,890개 중, 전문가 2명의 조언
을 받아, 관련성이 높은 21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최종 7,094개 논문의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2.2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 됨에 따라, 연
구개발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기술의 상호보완 등을
위해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2]. 공동연
구 연결망은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나 신기술 개발에
매우 효율적[3]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nalysis) 중 논문의 공동저자를 분석하는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은
논문을 통한 연구자들 간의 공동연구 현황 파악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6]이다. 공저자
네트워크에서 점(node)는 저자, 선(edge)은 공동연
구 또는 협력이라는 학술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나

과학기술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한정된 과학기

타낸다[7].

술자원이 갖는 한계 극복하고, 해외 선진기술을 효
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4]. 국제 공동연구는 연구조직의 ‘네트
워크화를 촉진시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
본의 규모를 늘리고, 지식 흡수 역량을 향상시켜, 가
용가능한 지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의 가속화를
달성할 수 있다[5].

3. 분석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공동연구를 최
소 3회 이상 진행한 경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국
의 ‘TSINGHUA UNIV’를 중심으로 한 1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확인되었다. 거대 네트워크 내에서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SCI에 게재된 자율주행 관련 논문을 대상으
로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연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
구주체를 확인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며, 국내 연구
조직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의 기초자료로써 활
용될 수 있다.

‘DELPT

UNIV

TECHNOL’,

‘TECH

UNIV

MUNICH’, ‘TONGJI UNIV’ 등의 일부 연구주체는
핵심 sub-network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거대
네트워크 외에도 ‘CHALMERS UNIV TECHNOL’과
‘INT INST INFORMAT TECHNOL’, ‘MIT’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연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국내 연구기관인 현대
자동차와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가 네트워크에 포

2. 연구방법

함되어 있으나, 거대 네트워크와는 연결되어 있지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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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두 개 이

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의 노드를 연결하는 매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

공저자수, 즉,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연구자와 관

표이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 기관은 ‘TSINGHU

계를 맺는 노드의 수를 의미하는 연결중심성(Degre

A UNIV’ ‘DELPT UNIV TECHNOL’, ‘TONGJI UN

e Centrality)에서는 ‘TSINGHUA UNIV’ ‘DELPT

IV’ 으순로 나타났다. 특히 매개중심성이 높은 20개

UNIV TECHNOL’, ‘UNIV CALIF BERKELELY’ 순

기관 중 중국(7개)과 미국(5개)이 높은 비중을 차

으로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결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구기관명
TSINGHUA UNIV
DELFT UNIV TECHNOL
TONGJI UNIV
TECH UNIV MUNICH
UNIV MICHIGAN
MIT
UNIV CALIF BERKELEY
UNIV WATERLOO
BEIHANG UNIV
SHANGHAI JIAOTONG UNIV
NANYANG TECHNOL UNIV
CHALMERS UNIV TECHNOL
CARNEGIE MELLON UNIV
BEIJING INST TECHNOL
UNIV TECHNOL SYDNEY
ERICSSON
CHANGAN UNIV
UNIV OXFORD
UNIV BRITISH COLUMBIA
INST TELECOMUNICACOES

Figure 1.

공저자 네트워크 그래프

국적 매개중심성
연구기관명
CHN 0.0812
TSINGHUA UNIV
NLD 0.0633
DELFT UNIV TECHNOL
CHN 0.0543
UNIV CALIF BERKELEY
DEU 0.0523
TONGJI UNIV
USA 0.0501
MIT
USA 0.0496
UNIV MICHIGAN
USA 0.0408
UNIV WATERLOO
CAN 0.0367
TECH UNIV MUNICH
CHN 0.0330
BEIHANG UNIV
CHN 0.0328 UNIV BRITISH COLUMBIA
CHN 0.0250 SHANGHAI JIAOTONG UNIV
SWE 0.0239 CHALMERS UNIV TECHNOL
USA 0.0218
UNIV OXFORD
CHN 0.0210
CHINESE ACAD SCI
AUS 0.0203
VOLVO
SWE 0.0203
CARNEGIE MELLON UNIV
CHN 0.0186 NANYANG TECHNOL UNIV
USA 0.0183
UNIV WISCONSIN
CAN 0.0180
ERICSSON
ESP 0.0177
ZHEJIANG UNIV

table 1. 2012~2021

년 공저자 네트워크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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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연결중심성
CHN 0.0489
NDL 0.0327
USA 0.0293
CHN 0.0289
USA 0.0255
USA 0.0251
CAN 0.0251
DEU 0.0251
CHN 0.0208
CAN 0.0204
CHN 0.0196
SWE 0.0187
GBR 0.0187
CHN 0.0179
USA 0.0174
USA 0.0170
CHN 0.0170
USA 0.0166
SWE 0.0162
CHN 0.0162

중심성에서도 중국(7개)과 미국(6개)은 높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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