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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라믹 소재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함 영

역을 세분화 한 뒤, 세분화된 결함 영역에 Max-Min 이진화 기법을 이용하여 결함 영역을 추출한 후, 형태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결함을 추출한다. 제안된 방법을 세라믹 소재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결

함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가우시안 필터링 기법, K-means 알고리즘, 결함 영역

I. 서 론

비파괴검사는 점검자의 육안 조사를 통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의 수행속도와 자료의 저장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육안 조사는 점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며, 점검자에 

따라 검사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비파괴 검사를 통해 얻어진 영상에서 결함을 자동으

로 추출하는 연구를 통하여 검사의 신뢰도의 향상과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검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1].
기존의 세라믹 소재 영상에서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에서는  마스

크를 이용하여 결함의 윤곽선을 추출한 뒤, 윤곽선을 이용하여 결함 

후보 객체를 추출하였으며, 형태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결함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에서는 결함 후보 객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잡음 객체들이 많이 추출되었으며,  이러

한 미세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형태학적 정보를 이용하였으나 

미세한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은 사이즈의 결함 객체까지 

미세한 잡음으로 간주되어 제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결함 객체의 

윤곽선을 이용하여 결함의 후보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대신에 영상

의 명암도 값을 이용하여 9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한 뒤, 각 클러스터

의 명암도 값 정보를 이용하여 결함의 후보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영상 보정

가우시안 필터링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가우시안 커널을 이

용하여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가우시안 필터는 비슷한 

크기의 평균 필터에 비해 경계선과 같은 에지 정보를 잘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무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라믹 영상에

서의 미세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필터링을 세라믹 영상

에 적용하여 마스크 연산을 수행한다[2]. 가우시안 필터링의 수식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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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1)의   는 현재 픽셀의 좌표 값을 나타내며, 는 

값의 분포를 결정지으며,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식 (1)을 이용하여 

가우시안 마스크 필터링을 세라믹 영상에 적용한 결과 영상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a)는 원본 영상이며, 그림 1의 (b)는 가우시안 

마스크 필터링을 적용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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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영상

(a) Original Image
(b) 가우시안 마스크 필터링 

적용 영상

(b) Gaussian Mask 

Filtering Applied Image

그림 1. 가우시안 마스크 필터링 기법

Fig.1. Gaussian Mask Filtering Method

III. 결함영역 세분화

K-means Clustering 기법은 미리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

라 입력된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특성이 비슷한 K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새롭게 입력되는 테스트 데이터를 K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군집화라고도 부른다[3]. 
세라믹 영상에서 결함 객체만을 분류하기 위해 밝은 명암도 값을 

가진다는 결함의 특성을 이용하여 결함 후보 영역을 K-means 
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여 9개의 군집으로 세분화 하여 결함 객체

만을 분류한다. 그림 2의 (a)는 Gaussian Filtering 기법을 적용한 

영상이며, 그림 2의 (b)는 K-means Clustering 기법이 적용된 영상

이다.

(a) 가우시안 마스크 필터링 

적용 영상

(a) Gaussian Mask 

Filtering Applied Image

(b) K-means Clustering 

적용 영상

(b) K-means Clustering 

Applied Image

그림 2. K-means Clustering 기법을 이용한 결함 영역 세분화

Fig. 2. Grouping of Defect Areas Using K-means Clustering 

Method

IV. 결함검출

명암도 값을 기준으로 세분화한 세라믹 영상에서  밝은 명암도 

값을 가진다는 결함의 특성을 이용하여 결함 후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세분화된 영상에서 가장 높은 명암도 값을 가지는 클러스터의 

픽셀 정보를 Max-Min 이진화 기법에 적용하여 결함의 후보 객체를 

추출한다. 추출된 결함 후보 영역에서 3x3 마스크를 이용한 형태학

적 정보를 바탕으로 결함의 미세한 잡음을 제거한다. 중심 화소의 

4방향을 탐색하여 255인 픽셀이 명암도 값 0을 가진 픽셀보다 많이 

존재할 경우에는 중심 화소의 명암도 값을 255로 변환하여 영상에

서 잡음을 제거한다. 그림 3은 3×3 마스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0 0 255

0 0 255

255 255 255

0 0 255

0 255 255

255 255 255

그림 3. 3×3 Mask 구조 

Fig. 3. 3x3 Mask Structure

결함 후보 영역을 추출한 영상에서 형태학적 정보[4]를 이용하여 

미세한 잡음을 제거한 후에 결함을 복원하여 최종 결함을 추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 Max-Min Binary  용 

영상

(a) Max-Min Binary 

Applied Image

(b) Morphology 적용 영상

(b) Morphology Applied 

Image

그림 4. Morphology 기법을 이용한 미세잡음 제거 및 결함 복원

Fig. 4. Removal of Minute Noises and Restoration of Defects 

Using Morphology Method

V. 실험 및 결과 분석

세라믹 비파괴 검사 영상에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Intel(R)Core(TM) i7-2600 CPU 3.40GHz와 4GB 
RAM이 장착된 IBM 호환 PC상에서 Visual C# 2010으로 구현하

여 실험하였다. 실험 표본은 세라믹을 비파괴 검사하여 얻은 10mm
와 11mm 종류의 1360x1024 크기를 가진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하

였다. 세라믹 비파괴 검사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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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영상

(a) Original Image

(b) 자동 결함 검출

(b) Automatic Detection 

of Defects

그림 5. 결함 검출 

Fig. 5. Detection of Defects

표 1은 비파괴 검사로 얻어진 9장의 세라믹 영상에서 제안된 방법

으로 결함 검출에 성공한 영상의 수와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표 1. 결함 검출수와 성공률

Table 1. The Number of Defect Detection and Success Rate

추출 성공 추출 실패 성공률

10mm 4/4 0/4 100%

11mm 3/5 2/5 60%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라믹 비파괴 검사로 얻어진 영상에서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결함 검출 방법은

Gaussian Filter 기법을 이용하여 미세한 잡음을 제거한 후,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함 영역을 세분화 하

였다. 세분화된 결함 영역에서 밝은 명암도 값을 가진다는 결함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Max-Min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의 

후보 영역을 추출하였고, 형태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세한 잡음을 

제거한 후에 결함을 복원하여 최종 결함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11mm, 16mm, 22mm의 일부  세라믹 영상에

서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할 수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함

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제안된 방법을 개선하여 8mm와 10mm 뿐만 

아니라 11mm, 16mm, 22mm의 영상에서도 정확히 결함을 효율적

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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