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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통하여 얻은 세라믹 영상에 퍼지 기법과 ART2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방법은 세라믹 소재로 얻어진 영상에서 결함의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퍼지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여 명암도를 대

비시킨다. 명암　대비가 강조된 영상에서 퍼지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후, 상/하 경계선에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을 Max, Min으로 

설정하고, Max+20, Min-20을 결함 구간으로 설정한다. 설정한 결함 구간 내의 비파괴 세라믹 영상에서 ART2 알고리즘 기법

을 적용하여 세라믹 영상의 결함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비파괴 세라믹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세라믹 결함 검출 방법보다 비

파괴 세라믹 영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함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 퍼지 이진화(Fuzzy Binarization), 퍼지 스트레칭(Fuzzy Stretching), 
ART2 알고리즘(ART2 Algorithm.)

I. 서 론

비파괴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물질 중에 세라믹은 고내열성, 
저비중, 고경도 등의 특성 때문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라믹의 이러한 장점 외에 제품내부의 결함 상태 또는 기

공률, 기공의 형상 등의 고유인자들로 인해 제품의 강도 및 신뢰성

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통해 얻어진 세라믹 영상

에서 퍼지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 구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결함 구

간 영상에 ART2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결함을 

효율적으로 검출한다.

II. 명암 대비 향상 및  결함 구간 설정

삼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를 적용한 퍼지 스트레칭 기법[2]을 세

라믹 소재의 영상에 적용하여 세라믹 영상에서 객체와 배경간의 

명암대비를 그림 1과 같이 개선한다.

(a) 비파괴 세라믹 영상 (b) 퍼지 스트레칭 영상

그림 1. 퍼지 스트레칭 적용 결과

퍼지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여 명암대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 후, 가장 밝은 값을 로 어두운 값을 으로 설정하고, 
와 의 1/2 값을  , 1/4의 값을 a로 정의하며, 삼
각형 소속 함수의 구간을 [ , ]로 설정한다. 소속 함수

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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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패턴 집합     

클러스터 집합     

단계1. k번째 입력패턴을 , 신경회로망의 i번
째 클러스터의 중심값을 라고 설정한다.

  입력패턴 수
  클러스터 수
  총반복 횟수

단계2. 승자 클러스터를 선정한다.
새로운 입력 패턴 에 대해 최소거리를 가지

는 클러스터 을 승자 클러스터로 선택한다.  
 ∥ ∥
단계3. 입력 패턴에 대한 유사성 검증을 수행한

다. 만약 입력 패턴이 승자 클러스터의 중심 반

경 이내에 포함되면 이 입력 패턴을 승자 클러

스터와 유사한 패턴임을 의미한다 이 입력 패

턴을 승자 클러스터에 포함시키고 그 클러스터

의 중심 값을 수정한다.


 ∥

∥

 
 ·∥

∥

 만약 입력 벡터와 승자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 

사이의 거리가 반경 P보다 크면 이 입력 패턴

은 기존의 클러스터와는 상이한 패턴임을 의미

하며 이 입력 벡터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

한다.
 

단계4. 모든 입력이 제시될 때까지 ‘단계’1~ 
‘단계3’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단계5. 지정된 횟수의 학습을 반복 수행하거나 

신경망의 클러스터 중심 벡터가 각각 변함이 

없으면 학습을 종료 한다.

단계 
       
   

단계
   
  

 
퍼지 이진화 방법에서 소속 함수 구간을 [ , ]로 설

정하여  소속도를 구한다.
소속 함수에서 구해진 소속도 를 0.5로 설정하였으며 

소속도가 0.5이상이면 픽셀 값을 255로 설정 0.5미만이면 0으로 설

정하여 퍼지 스트레칭 기법이 적용된 세라믹 영상을 이진화한다.
퍼지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영상에 상/하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그림 2와 같이 경계선을 추출한 후, 상단에서 가장 많이 분포

된 경계선의 높이 값에 Max+20, 하단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경계

선의 높이 값을 Min-20으로 설정한다.

(a) 퍼지 이진화 적용 

영상
(b) 결함 구간 설정 영상

그림 2. 결함 구간 설정 결과

III. 결함 검출

비파괴 세라믹 영상에서 퍼지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 구간이 설

정된 영상에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ART2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을 검출한다.
ART2 기법은 임의의 입력 패턴에 이미 학습된 패턴을 이용하

여 승자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중심 벡터의 변화가 가장 작을 때 

까지 반복 학습을 한다[4]. ART2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제안된 

세라믹 결함 검출 방법 보다 결함 검출의 다양성, 안정성,  정확성

을 향상시킨다. ART2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IV.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Intel Core(TM) i7-2630QM 
2.00GHz CPU와 4GB RAM이 장착된 PC상에서 Visual Studio 
2010으로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표본은 세라믹 소재로 얻어진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검출 방법을 적용

하여 세라믹 소재 영상에서 검출한 결함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결함의 종류

색상 결함 종류

빨강색 텅스텐

파랑색 용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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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법으로 결함을 검출할 경우에는 그림 3(a)와 같이 텅스

텐 결함만이 검출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결함을 검

출할 경우에는 ART2 기법을 적용하여 그림 3(b)와 같이 다양한 

결함이 검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 영상에서 

나타난 결함 종류는 표 1과 같다. 

(a) 기존 논문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b) 제안된 방법의 결함 검출 결과

그림 3. 결함 검출 결과 비교

V. 결 론

기존의 결함 검출 방법에서는 텅스텐의 결함만이 검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텅스텐과 융합 불량 결함을 함께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비파괴 세라믹 검사를 통해 얻어진 영상에서 삼

각형 타입의 소속 함수를 기반으로 한 퍼지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

하여 명암 대비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세라믹 소재 영상에 퍼지 이

진화 기법을 적용한 후에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함 구간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구간 내에 ART2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결함을 효율적으로 검출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비파괴 세라믹 영상에 실험한 결과,  텅스텐 결

함뿐만 아니라 융합불량의 다양한 결함도 검출되었다. 그러나 신

경망 기법은 결함의 검출 속도가 많이 소요되고 ART2 알고리즘

의 경계 변수 설정에 따라 결함이 검출이 되지 않는 영상이 존재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는 ART2 알고리즘이 경계 변수 

설정에 따라 결함 검출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경계 변수를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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