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LOV3 학습YOLOV3 학습



학습 데이터 제작학습 데이터 제작
https://github.com/tzutalin/labelImg

https://github.com/tzutalin/labelImg




conda install pyqt=5 
pip install pyqt5-tools 
conda install -c anaconda lxml 
 
# zip파일을 압축해제하여 그 파일 경로로 cd 
cd ./labelImg 
pyrcc5 -o libs/resources.py resources.qrc 
python labelImg.py





왼쪽 위에서 두 번째 Open Dir을 이용해서 labeling한 이미지가 들어있는 파
일을 선택



w를 누르면 labeling을 할 수 있도록 격자가 나오고, 드래그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에 use default label을 이용하면 설정된 label로 입력됩니다.



ctrl+s로 이미지마다 저장을 해줘야 하며 d를 누르면 다음 이미지로 a를 누
르면 이전 이미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습학습



YOLOV3 COLAB NOTEBOOK 링크YOLOV3 COLAB NOTEBOOK 링크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iPD4X5K_hKE7gNO3U1rf4wCj87F-

IpXD?usp=sharing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iPD4X5K_hKE7gNO3U1rf4wCj87F-IpXD?usp=sharing


사용한 모델 GITHUB사용한 모델 GITHUB
https://github.com/ultralytics/yolov3

https://github.com/ultralytics/yolov3


초기 세팅초기 세팅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drive.mount('/content/drive')

%cd /content/drive/MyDrive 
!git clone <https://github.com/ultralytics/yolov3>

%cd /content/drive/MyDrive/yolov3/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학습 데이터학습 데이터
파일 저장 경로: /content/drive/MyDrive/dataset/yolov3/images/

라벨 저장 경로: /content/drive/MyDrive/dataset/yolov3/labels/





# 이미지와 라벨의 수가 맞는지 확인 
%cd /
from glob import glob 
 
img_list = glob('/content/drive/MyDrive/dataset/yolov3/images/*.jpg') 
label_list = glob('/content/drive/MyDrive/dataset/yolov3/labels/*.txt') 
print(len(img_list), len(label_list)) 

# train과 validation 데이터 나누기 
from sklearn.model_selection import train_test_split 
 
train_img_list, val_img_list = train_test_split(img_list, test_size = 0.3, random_state
 
print(len(train_img_list), len(val_img_list)) 

# 나눈 데이터를 txt파일로 저장 
with open('/content/drive/MyDrive/dataset/yolov3/train.txt','w') as f:
  f.write('\\n'.join(train_img_list)+'\\n') 
 
with open('/content/drive/MyDrive/dataset/yolov3/val.txt', 'w') as f: 
  f.write('\\n'.join(val_img_list)+'\\n')







학습학습
#모델 학습 코드 
%cd /content/drive/MyDrive/yolov3/ 
 
!python train.py --img 640 --batch 32 --epochs 100 --data /content/drive/MyDrive/yolov3



YOLOV3 추론YOLOV3 추론
#모델 추론 코드 
%cd /content/drive/MyDrive/yolov3/ 
 
!python detect.py --weights /content/drive/MyDrive/yolov3/runs/train/yolov3_cl2_5/weigh



로컬 PC에서 추론하기로컬 PC에서 추론하기
드라이브에 저장된 yolov3 파일을 다운 받아 anaconda에서 해당 파일로 접

근한다

🚧 파일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 안된다!
$ conda activate cv_tutorial 
$ cd yolov3 
$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랩탑 내장 카메라로 추론을 원할 경우 source에 0 /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source에 경로를 써주면
# 결과는 ./runs/detect/exp? 으로 저장된다 
 
python detect.py --weights ./runs/train/yolov3_cl2_5/weights/best.pt --source 0 --img 6



CONFIDENCE 기준 값 설정하고 추론하기CONFIDENCE 기준 값 설정하고 추론하기
# argument로 설정되어있다! 
# 기본 default는 0.25로 설정되어있음 
 
python detect.py --weights ./runs/train/yolov3_cl2_5/weights/best.pt --source 0 --img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