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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상분석(image analysis)을 이용하여 제품의 외관(外觀) 품질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프트 센서를 설계하

고, 이를 제품의 품질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방법론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1)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화상으로부터의 질감(texture) 특징 추출, (2) 추출된 질감특

징의 부공간 투영(projection on subspace)을 통한 제품 외관의 추정, 그리고 (3) 질감특징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s)

즉, 외관의 수치적 추정치를 목적에 맞게 사용. 이 방법에서는 제품의 외관을 서로 다른 불연속적인 부류로의 분류 보

다는, 연속적인 외관 변화를 일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방법은 인조대리석 외관의 수

치적 추정과 품질 모니터링 적용사례를 통해 설명되었다.

Abstract − In this work, soft sensor based on image anlaysis is proposed for quantitatively estimating the visual appe-

arance of manufactured products and is applied to quality monitoring. The methodology consists of three steps; (1) tex-

tural feature extraction from product images using wavelet transform, (2) numerical estimation of the product

appearance through projection of the textural features on subspace, and (3) use of latent variables of textural features

(i.e., numerical estimates of product appearance). The focus of this approach is on the consistent and quantitative esti-

mation of continuous variations in visual appearance rather than on classification into discrete classes. This approach is

illustrated through the application to the estimation and monitoring of the appearance of engineered stone counter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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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상분석(image analysis)은 40년 이상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 하

지만 최근 10~15년 간의 연구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는데 이는 전산

및 화상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며, 현재 연구의 논제는 수많은 주제

와 응용분야를 포함한다. 제조산업에서의 자동조립과 검사, 서명 및

지문의 확인, 개인식별을 위한 얼굴 및 홍채 인식 등은, 전체 중 일

부에 지나지 않는다[1,2]. 화상분석은 “정보를 얻거나 기계 및 공정

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비접촉 광학 센서를 통해 얻은 물체 또는 장

면을 가진 화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이 정의로부

터 화상분석의 주된 목적은 “시각 센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가 그 주변환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2],

따라서 화상분석에는 화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상처리와 화상

에 나타난 특징을 인식하기 위한 패턴인식의 조합이 필요하다[3].

자동 조립과 자동 검사는 화상분석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온 분

야이며,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품질,

안전, 그리고 원가절감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다. 그러나, 화상분석의

가장 성공적인 기술과 응용분야는 그 장면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가정

이 성립하는 환경에 국한된다[2]. 예를 들면, 인쇄 회로기판 제조와

같은 전형적인 제조업에서 화상은 미리 결정된 모양, 구조, 방향성

등을 가진 물체의 장면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산업에서 얻

을 수 있는 화상의 장면들은 결정론적(deterministic)이다. 이러한 경

우에 검사의 주된 목적은 미리 지정된 영역에 물체가 있는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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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바람직한 방향 또는 크기를 갖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필요

한 화상처리는 물론 화상분석 또한 주로 화상에서 직접 이루어 진다.

한편, 공정산업에는 주된 관심이 정의가 제대로 안된 제품 또는 공

정의 외관(外觀)에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자동

차용 압연강판의 표면품질[3], 혹은 부유선별공정에서 거품의 색상

과 모양[4]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 다른 경우에도 제품 또는 공정

외관의 확률론적인(stochastic) 성질 때문에 화상이 담고 있는 장면에

대한 간단한 가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5,6]. 그렇기 때문에,

화상분석은 좀처럼 이와 같은 문제엔 적용되지 않았고 적용되어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부유선별 공정의 예에서, 거품은 모양, 방

향, 그리고 그 크기가 변하는 아주 복잡한 패턴을 갖는다[4]. 또한 서

로 다른 패턴들이 모여 보다 더 복잡한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에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부류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

패턴의 개수, 형태 그리고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 무수히 많은 패턴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확률론적인 성질 때문에, 현재는 제품이나

공정의 외관 상태 또는 품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숙련된 조업자

가 판단하며 제어 역시 그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

판단의 불일치성(inconsistency)이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정산업을 위해 제품 외관을 수치적으로 추정

하는 소프트 센서의 설계와 그 응용을 설명함에 있다. 소프트 센서

의 설계를 통해 종전의 화상분석에서는 좀처럼 시도되지 않았던 새

로운 응용분야와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응용분야는

제품 혹은 공정의 확률론적인 외관이 중요한 모든 제조업 분야를, 새

로운 기능은 제품 혹은 공정 외관의 추정,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외관이란 제품의 질감적(textural) 외관을 의

미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웨이블릿(wavelet)

질감분석, 질감 정보로부터 정량적인 외관품질을 얻기 위한 잠재변

수 방법, 그리고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7] 을 이용한 다변량 통계공정제어 등의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화상

분석법이 소개된다. 인조대리석 외관에의 산업적용 사례를 통한 이

방법의 설명은 3절에, 본 논문의 요약과 결론은 4절에 있다.

2. 화상분석을 이용한 소프트 센서 설계

2-1. 웨이블릿 변환과 질감분석

일반적으로 제품의 외관은 제품 표면의 색상과 질감의 단독 또는

조합에 의존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인조대리석의 제조에 있어서,

인조대리석의 외관은 궁극적으로는 grayscale이고 따라서 질감 성질

만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2차원 웨이블릿 변환에 의

한 질감 성질의 추출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컬러 화상으로부터 색

상 정보를 추출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고[8,9], 최근에는 분광정보

와 질감정보를 통합하는 연구결과 또한 있다[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확장하여 색상을 가진 인조대리석 제조의 경우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질감을 인식할 때 다채널, 공간-주파수 분

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식한다는 정신물리학(psychophysical)적인

증거가 존재한다[10]. 따라서 화상의 주파수 분해만을 수행하는 2차

원 푸리에 변환보다는, 공간-주파수 분해를 수행하는 가보(Gabor) 변

환이나 2차원 웨이블릿 변환이 질감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웨이블릿

변환이 가보 변환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이산화되었을 때, 웨이블릿

변환이 좋은 공간, 주파수 국소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

러한 이유로 웨이블릿에 기반한 질감분석 방법은 웨이블릿 질감분석

법(Wavelet Texture Analysis, WTA)이라고 불리며 현존하는 방법 중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많은 경우에 다른 질감분석 방법보다 좋은 성

능을 보여왔다[12]. WTA는 또한 압연강판 표면의 평가, 부유선별 공

정의 모니터링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된바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변환과 WTA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웨이블릿 변

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11].

신호 f(s)의 연속 웨이블릿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CWT)은 콘볼루션 적분에 의해 정의된다.

(1)

여기서 a와 τ는 각각 스케일(scale) 및 시프트(shif) 매개변수이다.

이 식은 입력신호와 모 웨이블릿 (mother wavelet) ψ(s)의 변형된

형태인 ψ((τ-s)/a)와의 상관계수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계수의 크기는

신호의 주파수와 해당되는 확장된 웨이블릿의 주파수가 일치할 때

최대가 된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은 CWT를

이항 스케일(dyadic scale) a=2j와 τ=2jk(j∈Z+, k∈Z)에서 계산한 것

이다. 그리고 모 웨이블릿 ψ(s)은 스케일링 함수 φ(s)와 적합한 일련

의 연속적인 숫자 h[k]와 관계가 있다[13]:

(2)

이때 , 이다. 다

음의 관계를 이용하면, 분해 단계 j에서의 이산 웨이블릿 변환은 φ(s)

와 ψ(s) 없이도 계산될 수 있다.

(3)

(4)

여기서 ↑2
j* (m={0, 1}), [·]↑2j는

2j up-sampling이고, j와 l은 각각 scale과 translation 매개변수이다.

a(J)[l]를 스케일링 함수의 확장계수 또는 근사(approximation) 계수,

d(j)[l](j=1, 2, …, J)를 웨이블릿 계수 또는 상세 (detail) 계수라 하면

신호 f(s)의 DWT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

2차원(two-dimensional, 2-D) DWT로의 확장은 몇 가지 방법이 있

는데 그 중 분리 가능법(separable solution)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11]. 분리가능법을 이용한 2-D DWT는 사각형으로 나뉜 주파수 스

펙트럼을 제공하며, 그 계수는 수평, 수직, 대각선으로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2-D DWT의 계수 역시 2D 이므로 종종 subimage라고

불린다). 앞에서 설명한 분리가능법을 이용한 2-D DWT를 Fig. 1과

2에 나타내었다.

WTA는 질감은 공간 축과 스케일(scale) 축으로 이루어진 3차원 스

케일 공간상에 독특한 분포를 가진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따

라서 질감을 가진 화상의 스케일 공간의 스케일 축을 적당히 이산화

하면 다른 질감들은 각기 고유한 특징들을 갖게 된다. 웨이블릿에 기

반한 특징 추출 및 검출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이 가정에 기반을 두고

CWT a τ,( ) 1

a
------ f s( )∫ ψ τ s–

a
---------⎝ ⎠
⎛ ⎞ds=

ψ s( ) 2 h
1

k
∑ k[ ]φ 2s k–( )=

ψ s( ) 2 h
k 0∑ k[ ]φ 2s k–( )= h

1
k[ ] 1–( )kh

0
1 k–[ ]=

φj l, k[ ] 2
j 2⁄

h
0

j( )
k 2

j
l–[ ]=

ψj l, k[ ] 2
j 2⁄

h
1

j( )
k 2

j
l–[ ]=

hm
j 1+( )

k[ ] hm[ ]= hm
j( )

k[ ] hm

0
k[ ] hm k[ ]=,

a J( ) l[ ] f k[ ] φJ l, k[ ],〈 〉 d
 j( ) l[ ], f k[ ] ψj l, k[ ],〈 〉= =



화상분석을 이용한 소프트 센서의 설계와 산업응용사례 1. 외관 품질의 수치적 추정과 모니터링 477

Korean Chem. Eng. Res., Vol. 48, No. 4, August, 2010

있다. grayscale 화상의 웨이블릿 j 분해단계에서 k 번째 상세(detail)

웨이블릿 계수를 d(j)
k (j=1, 2,…, J; k=h, v, d)라고 하자. 이 때 ‘h’, ‘v’,

‘d’는 Fig. 1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수평, 수직, 대각선을 의

미한다. 화상의 경우 변환의 결과인 웨이블릿 계수 또한 2차원이므

로 종종 웨이블릿 부화상(sub-image)라고 부르며, 이를 행렬로 간주

하면 웨이블릿 계수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이때 는 프로비니어스 놈(Frobenius norm)을 나타낸다. 때로는

이 값을 화소의 수로 나누어 정규화된 에너지를 구하기도 한다. 웨

이블릿 계수들의 에너지들로 구성된 특징 벡터를 주로 웨이블릿 에

너지 서명(wavelet energy signature)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쓰이는

웨이블릿 질감 특징 중 하나이다. 상세 웨이블릿 계수들의 산술평균

은 0과 같으므로 정규화된 에너지는 분산과 같고 따라서 웨이블릿

부화상의 명암의 대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2차원 이산 웨이블

릿 변환에 근거한 WTA의 개념은 임의의 구조를 갖는 2차원 웨이

블릿 패킷에도 확장될 수 있다. J번째 분해단계에서, 화상의 특징벡

터 크기는(근사 계수를 포함했을 때) 표준 2차원 이산 웨이블릿 변

환의 경우 3J+1, 2차원 웨이블릿 패킷의 경우 4J이다.

2-2. 외관품질의 정량적 추정

인간의 시각체계에서 선택적 특징 추출은 물론 추출된 정보의 압

축과 해석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조업자는 수 메가바이트에 해

당하는 수백만 화소 이상의 압연강판의 표면을 보고 표면품질을 ‘좋

음’, ‘보통’, 그리고 ‘나쁨’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화상으로부터 추출

된 특징벡터의 정보를 단순화하고 압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

으로 중요하고 일관된 정보를 표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화상으로부터 얻은 웨이블릿 질감 특징의 차원압

축이 필요하며 이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독립성분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14,15]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 부가적인 단계는 외관의 확률론적인 성질

을 다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이 논문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화상

분석법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위에서 언급된 선형 투영 방법들은

모두 고차원의 특징공간을 저 차원의 잠재 변수 공간으로 매핑

(mapping)하는 연산자(operator)를 구하며, 외관품질의 수치적 추

정에 있어 최적의 방법들이다. (K×1) 벡터 x를 화상의 2차원 이산

웨이블릿 변환 후 비선형 변환(예를 들면, )을 통해 얻은 특징

벡터라 하고, (A×1) 벡터 t를 선형 투영방법을 통해 얻은 잠재 변

수 벡터라 하자. 그러면, (A×K) 매핑 행렬 W를 통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7)

행렬 W는 주성분분석에서는 부하행렬(loading matrix)에, 독립성분

분석에서는 분리행렬(separating matrix)에 해당한다.

어떤 선형 투영방법에서든 잠재변수는 매핑 행렬의 행을 계수로

하는 특징벡터 각 항의 선형조합이기 때문에, 매핑 행렬의 행은 잠

재변수에 대한 특징벡터 각 항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특징이

어떤 정신 물리학적(psychophysical)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잠재변수

에 정신 물리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외관품질을 수치적

으로 추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특징의 압축을 위해 투영 방

법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제품 또는 공정

의 외관품질은 종전의 일반적인 분류(classification) 문제에서처럼 불

연속적이거나 전혀 공통적이지 않은 품질이 아니라 연속적인 품질이

다. 예를 들면, 강판 표면의 품질은 ‘좋음’에서 ‘보통’을 거쳐 ‘나쁨’

으로 점차적으로 나빠지며[3]. 부유 선별공정의 상태도 가해진 화학

약품과 원석의 광물 함유량, 그리고 이전 부유 공정의 상태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한다[4]. 따라서,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불연속

적인 분류군을 사용하는 것보다, 투영 방법 후 얻어지는 연속적인 잠

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외관품질의 연속적인 정량 추정치를 얻는데

보다 더 적합하다. 이 정량적인 제품 외관품질의 추정치는 실시간 모

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되먹임 제어까지도 가

능하게 한다.

Ejk d j( )

k

F

2

=

.
F

.
F

t Wx=

Fig. 1. 2-D discrete wavelet decomposition at j-th stage. It consis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filtering of 2-D signals using low-

pass and high-pass 1-D wavelet filters H
0
 and H

1
. Separable

horizontal (2↓1) and vertical (1↓2) down-sampling by 2 gives a

separable sampling lattice. Because a separable solution for

2-D DWT gives strong directionality to its coefficients, detail

coefficients are often called horizontal (h), vertical(v), and

diagonal(d), respectively.

Fig. 2. Three-level decomposition using standard 2-D DWT tre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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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관품질의 다변량 통계공정제어

통계공정제어에서 데이터 행렬 X는 제어상태에 있을 때 즉, 정상

조업일 때 수집된다. 일반적으로 이 행렬은 공정변수 또는 제품변수

의 행 벡터로 이루어진 관측치들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의 경우엔 제

품의 화상으로부터 추출된 질감특징벡터로 구성된다. 따라서 X의 각

행은 질감특징벡터의 전치벡터인 xT로 구성된다. 그러면 주성분분석

은 (m×K) 특징벡터행렬 X를 감소된 차원의 (m×A) 잠재변수행렬

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8)

여기서 m은 관측수(본 연구에서는 화상의 개수), E는 잔차행렬이고

잠재변수행렬 T의 각 행은 잠재변수벡터의 전치벡터 t
T로 구성된다.

(A×1) 잠재변수벡터 t는 (K×1) 관측벡터 x가 잠재변수공간에 투영

된 위치이며, 이때 K>>A이다. 잠재변수공간에서 관측벡터 x까지의

거리는 종종 제곱예측오차(Squared Prediction Error, SPE)로 불리

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16]:

(9)

여기서 I는 항등행렬이다. 이 값은 때로 Q 통계값 또는 모델과의 거

리(DModX)로도 불린다.

정상조업일 때 수집된 데이터 X로부터 정상조업 영역의 저 차원

모델을 제공하는 투영행렬 W가 구해지면, 이 투영행렬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측벡터 xnew가 이용 가능할 때마다 상응하는 새로운 잠재

변수벡터 tnew(=Wxnew)와 SPExnew
(= x

new

T (I-WT
W)xnew)를 계산하고

정상조업과 비교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통계공정

제어의 경우, Hotelling의 T2 통계치와 SPE가 사용된다[16]. 

SPE와 Hotelling의 T2 통계치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

려져 있다[16]. Hotelling의 T2 통계치는 주성분분석 모델 공간 안

에서 현재 조업 상태의 크기를 나타내며, SPE 통계치는 모델 평면

으로부터 새로운 특징벡터와의 수직거리를 나타낸다. 정상조업일

경우 두 통계치 값은 각각의 한계치(upper control limits) 이하이

어야 한다.

3. 인조대리석의 외관품질 모니터링

3-1. 문제 정의

인조대리석 제조 공정을 Fig. 3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조대리석은 석영 조각과 열경화성 수지, 그리고 염

료 등의 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한다. 최종 인조대리석의 외관품질

은 분쇄기 속도, 첨가제의 양, 경화온도, 그리고 반죽(kneading) 조건

에 따라 결정된다. 그 예로써, 4개의 다른 인조대리석 시편과 그에

해당하는 숙련된 조업자의 정성적 외관품질 판단 결과를 Fig. 4에 함

께 나타내었다.

Fig. 4의 화상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의 모든 화

상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화상 조건은 24 bit

1,024×1,024 grayscale이다. 본문의 그림에 사용된 화상을 제외한 나

머지 화상은 Appendix Fig. A1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극단의 외

관품질을 가지는 58번과 75번 인조대리석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

게 알 수 있다. 사실 비 숙련자라 할지라도 Fig. 4의 각 인조대리석

들을 비교하면 외관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숙

련자의 정성적 판단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판단의 일관성 문제를

떠나서 이와 같은 외관품질을 몇 가지의 한정된 기준을 가지고 묘사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인조대리석 외관

품질의 경우, 심지어 숙련자들도 그러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

아 정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고 분석에 사용된 모든 인조

대리석이 해당하는 정성적 판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Appendix의

Table A1 참조). 더구나 인조대리석의 질감은 열경화성 수지, 석영,

첨가제 그리고 다른 조업조건의 매우 복잡한 조합에 의해 결정되므

X TW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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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x e
T
e=

x x̂–
2

=

x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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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W–( )x=

Fig. 3. Schematic diagram of engineered stone countertop manufac-

turing.

Fig. 4. Four sample images of countertop slabs. Experts’ evalua-

tions are: slab number 54 – “too much area with fine scale

structure,” 58 – “high contrast,” 69 – “on aim pattern,” and 75

– “coarse pattern”. In sections 3-2 and 3-3, original images

are subdivided into four smaller images as shown in slab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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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조대리석의 외관품질엔 정의와 구분이 가능한 서로 별개인 부

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 화소가 동일한 외관품질을 갖는 인

조대리석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조업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정의가 어렵고 확률론적인 질감 패턴이 바로 모니터링과

제어의 대상이다.

3-2. 외관품질의 추정

본 연구를 위해 획득한 인조대리석 사진은 총 16개로 각기 다른

조업조건에서 제조된 인조대리석을 촬영한 것이다. 16개의 인조대리

석을 16개의 각기 다른 회분식 제품으로 가정하고 2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인조대리석의 외관품질을 추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질감특징의 추출을 위해

서 우선 6단계 2차원 웨이블릿 변환을 1차 Coiflet 필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여기서 분해 단계나 웨이블릿 필터의 선택은 제시된 가

이드라인을 따랐다[17]. (19×1) 에너지 서명은 각 화상의 19개의 웨이

블릿 계수로부터 계산되었다(a6와 ; k∈{h,v,d}, j∈{1,2,3,4,5,6}).

끝으로 16개의 화상으로부터 획득한(19×1) 에너지 서명으로 이루어

진 데이터 X(16×19)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인

t1-t2 잠재변수 플롯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의 4가지 인조대리

석 그리고 Fig. 6의 3가지 인조대리석의 외관품질과 Fig. 5에서 해당

인조대리석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주성분분석을 통해 획득한 잠재변

수 값이 인조대리석의 외관품질을 잘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 외관이 비교적 비슷한 인조대리석 52, 85, 그리고 90은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는 반면, 외관이 매우 다른 인조대리석 54와 75, 58

과 75, 또는 90과 75는 비교적 멀리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성분분석

이 제공하는 질감특징벡터의 잠재변수는 확률론적인 외관품질의 일

관되고 정량화가 가능한 추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에는 데이터 X의 관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원래의 화상을

겹치지 않는 4개의 작은 (512×512) 화상으로 나누어 1개의 인조대

리석 안의 국부적인 외관품질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고, 이를 동일 회

분내 제품(within-batch products)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화상의 총

개수는 16개의 인조대리석 1개당 4개의 회분내 제품이므로 16×4=

64개가 된다. 이중 원래의 각 인조대리석 당 1개의 화상을 테스트 데

이터로, 나머지 3개의 화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새

로운(48×13) 데이터 X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방식 그대로 외관품

질을 추정한 결과를 Table 1, 그리고 Fig. 7에 나타내었다. 단, 이때

웨이블릿 분해단계는 4단계로 하였다.

Table 1의 R2와 Q2 값으로부터 13개의 변수를 가진 데이터 전체

변화의 상당 부분이 3개의 주성분을 갖는 주성분 모델로 설명 및 예

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7에서 ○으로 표현된 테스트 데

이터가 •으로 표현된 학습 데이터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13 차원의 에너지 서명으로 표현된 인조대리

석의 외관품질이 3차원의 주성분분석 모델로 잘 모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Fig. 7로부터 회분내 변화(원래 각각의 인조대리석 내

의 부분적 변화)가 회분간 변화(서로 다른 인조대리석 간의 변화)보

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에서 75A~75D 또는 58A~58D간의

거리가 75와 58 사이의 거리보다 매우 작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질감특징벡터의 잠재변수, 즉 주성분 값이 인조대리석 외관

품질을 정량적으로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한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d j( )

k

Fig. 5. t
1
-t
2
 score plot of (16×19) data matrix from PCA.

Fig. 6. Slab number 90, 85 and 52.

Table 1. Cumulative R2(fraction of the sum of squares explained by

the model) and Q2(fraction of the total variation of data that

can be predicted by the model) of the PCA model

Dimension of Latent Space R2(%) Q2(%)

1 68.5 59.2

2 91.8 83.4

3 98.0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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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잠재변수에 시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Fig. 5-7에서 인

조대리석 54(“too much area with fine scale structure”)와 75(“coarse

pattern”)의 위치와 외관품질을 비교해보면 잠재변수 t1은 외관의 세

밀한 정도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인조대리석 58과

90을 비교해보면 t2는 외관의 음영 대비(contrast) 정보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3-3. 외관품질의 모니터링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공정제어에서 데이터 X는 정상조

업일 때 수집된다. 이를 위해 숙련자에 의해 양품으로 판정된 인조

대리석 4개의 화상을 각각 4개의 작은 화상으로 나누고, 3-2에서 한

바와 같이 각각의 작은 화상으로부터 질감특징벡터를 추출하여

(16×13) 양품 데이터 X를 획득하였다. 이 양품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상조업을 묘사하는 주성분분석 모델을 구하고, 이 모델로부터 구

한 Hotelling T2와 SPE 차트를 이용한 다변량 통계공정제어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이때 신뢰수준은 95%로 하여 제어상한선(upper

control limit)을 구하였다).

Fig. 8에 주어진 다변량 통계공정제어 결과로부터 인조대리석

54A~D, 58A~D, 75A~D, 79A~D, 85A~D, 88A~D 그리고 90A~D

가 불량 인조대리석으로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A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 중 인조대리석 54, 58, 75는 이미 숙련자에 의해 불

량으로 판정된 제품이었다. 또한 3-2절에서 언급한 주성분분석을 통

한 외관품질의 추정은 전에는 불가능했던 불량 인조대리석의 부가적

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면 Fig. 8에서 불량품으로 검출되었

지만 숙련자조차 정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인조대리석 90의 경

우 중앙의 양품과 비교하여 보다 세밀하고(양의 t1 값), 음영 대비가

낮음을 알 수 있다(음의 t2 값). 이러한 정보는 공정 조업 중에 조업

자가 운전조건을 변경시켜 원하는 외관품질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사

용될 수도 있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공정산업을 위해 확률론적인 질감 외관을 가진 제

품의 외관품질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화상분석법이

소개되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산업적으로 제조된 인조대리석의 외

관품질을 정량화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이 방법은 색상을 가진 제품의 색상과 질감 외관을 결합시키는데도

확장될 수 있다[4]. 또한 이 방법은 모델링, 모니터링, 제어, 그리고

최적화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정시스템공학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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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본 연구에 사용된 16개의 인조대리석 화상번호와 해당하는 외관

품질에 대한 숙련자의 정성적 판단을 Table A1에 나타내었다. 표에

서 정성적 판단이 N/A로 표시된 화상은 인조대리석의 외관품질이

매우 복잡하여 숙련자가 가지고 있던 기준에 의해 정성적 판단을 내

릴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16개의 화상 중 Fig. 4,6에 나타내지

않은 나머지 9개의 화상은 Fig. A1에서 찾을 수 있다.

Table A1. List of 16 images and corresponding experts’ qualitative evaluations (N/A: Not Available)

Image Number Evaluation Image Number Evaluation

52 N/A 75 Pattern too course

54 Too much area with fine scale structure 79 N/A

56 Close to on aim pattern 81 N/A

58 Contrast too high 83 Close to on aim pattern

60 Too blotchy 85 N/A

69 On aim pattern 88 N/A

71 N/A 90 N/A

73 N/A 92 Close to on aim pattern

Fig. A1. 9 countertop images not shown in the main 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