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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계 학습을 활용한 비  검사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계 학습을 활용한 결함  

검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미지에 한 결함 검출 문제는 기계 학습에 있어 지도 학습 방법인 분류 문

제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을 자동 추출하는 알고리즘과 특징을 추출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결함 검출 모델을 개발한다. 특징을 자동 추출하는 알고리즘으로 1차원 합성곱 신경망과 2차원 합성곱 신경망

을 활용하 으며, 특징을 추출하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다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하 다. 4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결함 검출 모델을 개발하 고 이들의 정확도와 AUC를 기반으로 성능 비교하 다. 이미지 분

류는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 개발이 일반 임에도, 본 연구에서 이미지의 화소를 RGB 값으로 변환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을 개발할 때 높은 정확도와 AUC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the development of a vision inspection system using machine learning has become more active.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defect inspection model using machine learning. Defect detection problems for images correspond to 

classification problems, which are the method of supervised learning in machine learning. In this study, defect detection 

models are developed based on algorithms that automatically extract features and algorithms that do not extract 

features. One-dimensional CNN and two-dimensional CNN are used as algorithms for automatic extraction of features, 

and MLP and SVM are used as algorithms for non-extracting features. A defect detection model is developed based on 

four models and their accuracy and AUC compare based on AUC. Although image classification is common in the 

development of models using CNN, high accuracy and AUC is achieved when developing SVM models by converting 

pixels from images into RGB value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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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효율 인 생산 시스템의 구축을 한 스마트 공장의 

요구와 신뢰성 있는 상품의 생산을 해, 생산 제품의 

검사는 필수 과정이다[1]. 더욱이 최근 기계 학습을 활

용한 비  검사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2-4].

본 연구는 기계 학습을 활용한 결함 검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 검사 시스템은 생산 환경 변화

와 새로운 불량원인(이물, 오염, 깨짐)을 해결하기 

해, 기존 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만, 이미지들을 기계 학습에 기반한 모델을 개발함으

로써 비 문가도 손쉽게 검사 시스템의 운 이 가능

하다[5-6].

이미지에 한 결함 검출 문제는 기계 학습에 있어 

지도 학습 방법인 분류(Classification) 문제에 해당한

다[7-8]. 정상 이미지와 불량 이미지를 학습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이진 분류 문제

이다.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특히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으로는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많이 사용한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에 있는 특

징들을 자동 추출하여 학습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결함 검출에 있어 특징을 자동 추출하지 않는 다

층 퍼셉트론(:MLP, Multi-Layer Perceptron),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 

등을 함께 용 분석한다. 즉, 특징 추출을 포함한 네

트워크와 특징 추출을 포함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용하여 기계 학습에 기반한 결함 검출 모델을 개발하

고 비교한다. 특히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결함 

검출 모델에 있어, 학습 데이터의 크기에 한 다양한 

실험  분석을 하여 효율 인 결함 검출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결함 검출과 련된 시스템 특

성과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표 인 기계 학습 알고

리즘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기계 학습을 활용한 결함 

검출 모델 개발을 제시한다. 이를 해 포장지 이미지

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 구축, 특징 추출이 없는 결

함 검출 모델과 특징 추출이 있는 결함 검출 모델 개

발을 제시한다. 한, 모델들을 AUC를 기반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

론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Ⅱ. 련 연구

상품의 결함 유무를 자동 별하기 해, 카메라로 

이미지를 획득한다. 이미지 획득은 라인 스캐 (Line 

Scanner)를 활용하여  단 로 획득하는 방법과 

역 카메라(Area Camera)를 활용하여 일정 면  단

로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2-4]. 고속이면서 연속 으

로 이동하는 상품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하기 

해 라인 스캐 를 활용한다. 이때 획득되는 이미지

는 하드웨어의 특징에 따라 1~4 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임 그래버(Frame grabber)를 통해 체 이

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으

며, 이때 획득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물질, 천공, 깨

짐 등의 결함을 검출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은 새로운 

생산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불량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결함 검사 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림 1. 결함 검출 시스템 구조
Fig. 1 Defect detection system architecture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많은 알고리즘에 존재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활용하는 

특징 추출을 신경망에 내포시킨 합성곱 신경망 기법

과 특징 추출을 포함하지 않지만, 고 인 분류 알고

리즘인 다층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간략히 기

술한다. 합성곱 신경망은 입력 이미지로부터 필터링

(filtering)과 폴링(pooling)을 수행하여 이미지의 특징

을 추출한다[9-10]. 즉, 낮은 층은 이미지상의 각 

역에서 경계, 명암, 색상변화 등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낮은 충에서 추출된 특징들은 더 높은 층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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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하여 더 넓은 역의 특징들을 추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의 추출을 해 많은 데이터 량이 요구되

고 그에 따른 많은 학습 시간이 요구된다. 다층 퍼셉

트론은 가장 형 인 신경망으로 입력층, 은닉층, 출

력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이다[6]. 고 인 다층 퍼

셉트론은 각 층에서 특징 공간을 다른 특징 공간으로 

변환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때 특징 공간의 변환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낮은 성능을 보인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할 데이터를 분리하는 최

의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를 찾는 알고리즘으

로 높은 정확도를 갖는 분류 알고리즘이다[7,11]. 고

인 다층 퍼셉트론은 분류에 있어 목 함수가 0이 

되는 곳에서 끝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득

(margin)을 가장 크게 하는 분류 기 을 선택함으로

써 일반화 능력이 보다 높다. 

Ⅲ. 기계 학습을 활용한 이미지 결함 검출 
모델

본 장에서 결함 검출 모델을 개발하기 해, 상 

이미지 데이터의 획득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트

의 생성 방안을 기술한다. 이들 데이터로부터 특징 추

출이 없는 다층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 1차원 

 2차원 합성곱 신경망 모델 개발을 기술한다.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고려한 이유는, 다층 퍼셉트론과 서

포트 벡터 머신과 동일한 입력 RGB 값에 한 분류 

성능을 비교하기 함이다. 나아가 2차원 합성곱 신경

망과 비교 했을 때 차이 을 찾고자 수행하 다. 다음

으로 이미지로부터 각 채 의 특징을 추출하여 모델

을 생성하는 2차원 합성곱 신경망 모델 개발을 기술

한다. 

3.1 학습 데이터 구성

기계 학습에 기반한 결함 검출 모델을 개발하기 

해 상 데이터로는 과자 포장지를 사용하 다. 국내 

포장지 이미지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링을 

통해 그림 2와 같은 jpg 이미지(550X343)를 상으로 

하 다.

그림 2 포장지 이미지
Fig. 2 Wrapping paper image

3.1.1 특징 추출이 없는 결함 검출 모델 개발을 

한 학습 데이터 구축

일반 으로 라인 스캐 에 의해 획득되는 데이터는 

1~4  단 로 획득한다[4].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

터 구축을 해 라인 스캐 가 한 번에 3 을 읽어 

들인다고 가정하 다. 3  단 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그림3과 같은 도우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 다. 

높이가 343이기 때문에 343개의 도우가 생성된다. 

즉, 참에 해당하는 343개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

고, 각 343개 학습 데이터에 램덤 함수를 용하여 임

의 화소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거짓에 해당하는 343개

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 하 다. 참 데이터와 거짓 데

이터를 합한 686개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

고, 이 데이터를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섞기

(shuffling)를 통해 학습, 검증 데이터를 구축하 다. 

그림 3. 학습 데이터 생성을 한 window 구성
Fig. 3 Window size to generate train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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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특징 추출이 있는 결함 검출 모델 개발을 

한 학습 데이터 구축

특징 추출을 기본으로 한 결함 검출 모델은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기 해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

하다. 이를 해 앞서 기술한 도우 기법을 기반으로 

343개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각 이미지에 50장씩을 복

사하여 17,150(343X50)장을 생성하 다. 이때 생성된 

데이터는 참 데이터이고, 이에 램덤 함수를 용하여 

임의 화소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거짓에 해당하는 

17,150장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 다. 참 데이터와 

거짓 데이터를 합한 34,300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 다. 

앞서 제시한 학습 데이터 구축에 있어 도우의 크

기를 3 로 한 것은 라인 스캐 의 특성, 일반성 있는 

모델 구축  성능 비교를 수행하자고 한 것이다. 그

러나, 성능이 3 이라는 도우 크기에 의존되었을 수 

있다는 이유, 모델 구축의 긴 소요 시간 요구, 그리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모델 개발에 2차원 합성곱 신경망

이 리 사용된다는 이유로 도우 크기별 모델 개발 

 성능 비교를 해 도우 크기별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 다. 즉 1 로 구성된 도우에서 343 로 구

성된 도우를 갖는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

다. 각 별 참  거짓 데이터 34,300장의 학습 데

이터를 구축하게 되어 체 합이 11,764,900(343 경우 

수X34,300개 이미지)개의 학습 이미지를 구축하 다.

3.2 이미지 결함 검출 모델 개발

 기계 학습을 통한 분류 모델의 개발은 높은 측

력을 갖는 매개변수(hyperparameter)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최 의 매개변수 결정은 값들의 다양한 변

경을 통해 값들을 설정하고 그 결과 정확도(accuracy)

를 기반으로 변수들을 재조정하 다. 이때 정확도는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10-fold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평균 정확도가 가장 높은 매개

변수 갖는 모델을 선택하 다. 이미지 결함검출 모델 

개발을 한 시스템 환경으로는 도우 10, 128GB 메

모리, 2개의 NVIDIA Quadro P5000 GPU를 기반으로 

하 다.

3.2.1 특징 추출이 없는 결함 검출 모델 개발

결함 검출 모델 개발에 있어 입력은 그림 4와 같이 

RGB로 분해하여 입력한다. 도우가 3 로 구성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력은 550X3X3으로 

4,950개다. 첫 번째 3은 각 이미지를 RGB로 분해한 

것이고 두 번째 3은 한 번에 3 의 데이터가 입력되

기 때문이다.

그림 4.  이미지 RGB로 변환
Fig. 4 Transform line image to RGB value

특징 추출이 없는 포장지 결함검출 모델 개발을 

해 다층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사용

하 으며, 이를 구축하기 해 scikit-learn을 사용하

여 구축하 다.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결함 검출 모델 개발은 활

성화 함수, 가 치 최 화 기법, 그리고 은닉층 크기 

값을 매개변수로 하여 모델을 개발하 다. 활성화 함

수는 ‘relu’로, 가 치 최 화 기법은 ‘adam’으로, 은닉

층으로 2개 층에 각 100개의 노드를 설정하 다. 하지

만 더 좋은 결과를 해 규제 강화를 한 ‘alpha’ 값

을 0.01로, 최 화를 한 허용 오차인 ‘tol’을 0.001로 

하 을 때 가장 높은 결과인 74%를 기록하 다. 다층 

퍼셉트론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MLPClassifier(hidden_layer_sizes=(10), activation= 

'relu', solver='adam', alpha=0.01, batch_size='auto', 

learning_rate='constant', learning_rate_init=0.001, 

power_t=0.2, max_iter=10000, shuffle=True, random 

_state=None, tol=0.001, verbose=False, warm_ 

start=False, momentum=0.9, nesterovs_momentum= 

True, early_stopping=False, validation_fraction=0.1, 

beta_1=0.9, beta_2=0.999, epsilon=1e-08, n_iter_no_ 

change=10)

그림 5. 다층 퍼셉트론 기반 결함 검출 모델 구조 
Fig. 5 Defect detection model based on 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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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벡터 머신의 성능을 결정하는 다양한 매개

변수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커 (Kernel)과 

비용(Cost)값을 으로 바꾸어 가며 모델을 구축하

다. 비선형 분류를 한 데이터의 차원을 증가시켜 

하나의 평면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  

함수로 다항 함수(Poly)를 선택하고, 비용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 샘 이 다른 클래스에 놓이는 것을 허용

하는지 결정하는 패 티 오류 변수로 값이 작을수록 

많이 허용하고, 클수록 게 허용하는 것인데, 본 연

구에서는 10.0으로 최종 설정하 다. 그 결과 10-fold 

교차 검증에 의한 평균 정확도는 85% 다. 서포트 벡

터 머신 모델의 매개변수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svm.SVC(C=10.0, kernel='poly', degree=3, 

gamma='auto', coef0=0.0, shrinking=True,  

probability=False, tol=0.001, cache_size=200, 

class_weight=none, verbose=False, max_iter=-1, 

decision_function_shape='ovr', random_state=none)

그림 6. 서포트 벡터 머신 기반 결함 검출 모델 
구조

Fig. 6 Defect detection model based on SVM

3.2.2 특징 추출이 있는 결함 검출 모델 개발

이미지 분류 문제에 일반 으로 활용하는 알고리즘

은 합성곱 신경망이 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특

징 추출을 기본으로 한 결함 검출 모델을 개발하기 

해 1차원과 2차원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

하 다. 2차원은 입력 데이터를 이미지 자체로 받아들

이는 경우이며, 1차원은 각 화소의 RGB를 수치화하

여 1차원으로 배치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들

이는 차이가 있다. 

1차원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함 검출 

모델의 개발은, 동일한 입력을 갖는 다층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과 성능 비교를 해보기 함이다. 데

이터를 미리 RGB로 분해하여 입력받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입력되는 되는 4,950

개의 입력과 동일한 입력을 상으로 하 다. 즉, 입

력을 RGB의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1차원 합성곱 신경망 결함검출 모델

을 활용하여 개발하 다. 매개변수 선택과정에서 활성

화 함수는 “relu”의 단 을 보완한 “elu” 함수와 기 

노드 개수를 60으로 하여 개수를 반으로 나 어가

며 층을 생성하며 학습시켰다. 최종 정확도 67%라는 

결과를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1차원 합성곱 신

경망을 활용한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1차원 합성곱 신경망 기반 결함 검출 모델 
구조

Fig. 7 Defect detection model based on 1D CNN

2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결함 검출 모델 개

발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이미지 자체를 상으로 하

다. 다만, 결함 검출 모델 개발에 있어 라인 스캔

의 획득 이미지 크기에 향 받는지를 구분하기 해,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1 에서 343 의 도우(343 

경우의 도우 수)를 갖는 이미지를 상으로 개발하

다. 즉, 343개의 결함검출 모델을 생성하 고 이들 

 정확도가 가장 높을 때의 입력 크기를 분석하기 

함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각 모델당 34,300개의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개발하 으며 체 11,764,900

개의 학습 이미지를 상으로 하 다.

모델의 매개변수 설정은 입력이 3 인 모델에서 가

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10-fold 교차검증으로 선정

하 다. 이때 정확도는 79% 다. 이 모델에 다른 

도우 크기를 갖는 342개 모델을 개발하 다. 2차원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개발은 Keras, Tensorflow, 2

개의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P5000을 활용

하여 개발하 고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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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차원 합성곱 신경망 기반 결함 검출 모델 
구조

Fig. 8 Defect detection model based on 2D CNN

3.3 성능 비교  분석

다층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 1차원  2차원 

합성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은 3 로 구성된 동일한 입력 

도우에 한 비교 결과이다. 기  측정값으로 정확

도와 AUC(Area Under Curve)를 사용하 다.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가 어떤 계를 갖

고 변하는지를 이차원 평면상에 표 한 것이 ROC 

curve인데, ROC curve 아래의 면 이 AUC로, 이 면

이 넓을수록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AUC의 

계산은 python 코드를 활용하여 계산하 다. 동일한 

조건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1. window size 3에서 모델 비교
Table 1. Model comparison based on window size is 3

model

measure

MLP 
based 
model

SVM 
based 
model

1D CNN 
based 
model

2D CNN 
based 
model

Accuracy 75% 85% 67% 80%

AUC 0.93 0.97 0.60 0.54

2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결함 검출 모델에서

는 효율 인 도우 크기를 결정하기 해,  1  에서 

343  크기를 갖는 서로 다른 도우 343개에 해 

결함검출 모델을 각각 개발하 다. 각각에 한 정확

도와 AUC는 그림 9와 같다. 지면상의 이유로 AUC를 

기 으로 그 일부를 제시하 다. 도우 크기가 95

일 때 AUC가 1이고 정확도는 69% 다. 즉, 2차원 합

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 개발에 있어 95 로 구성

된 이미지들을 상으로 결함 검출 모델을 개발했을 

때, 높은 성능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림 9. 도우 크기별 2D 합성곱 신경망 AUC
Fig. 9 2D CNN accuracy and AUC by window size

다층 퍼셉트론, 서포트 벡터 머신, 1차원 합성곱 신

경망, 그리고 2차원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결함 검출 모델 개발에 있어, 성능 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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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보다 효율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를 상으로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분류 모델 구축에 있어 많은 학습 데이터  많은 학

습 시간을 고려할 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

을 RGB 값으로 변환하여 학습하고 분류할 때, 85%

의 정확도와 0.97의 AUC를 획득할 수 있었다

. 

Ⅳ.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기계 학습을 활용한 결함 검출 모델 개

발 방안을 제시하고 성능 비교를 하 다. 기존 검사 

시스템은 생산 환경 변화와 새로운 불량 원인을 해결

하기 해, 기존 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존

재하지만, 이미지들을 기계 학습에 기반한 모델을 개

발함으로써 비 문가도 손쉽게 검사 시스템의 운 이 

가능하다. 

이미지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함 검출 모

델을 개발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특징 추출이 없는 

알고리즘인 다층 퍼셉트론과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 다. 다음으로 특징 

추출이 있는 알고리즘인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1차원과 2차원 모델을 개발하 다. 이들의 

성능을 정확도와 AUC를 기반으로 분석하 다. 분석

된 결과 이미지를 상으로 분류에 있어 합성곱 신경

망을 많이 사용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도 그에 못지 

않는 성능이 존재함을 제시하 다. 모델을 구축함에 

매개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변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미지를 3

 RGB 값으로 변환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기반 모델을 만들어도 높은 AUC

를 담보하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모델을 웹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함 

검출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이미지에 한 분류 모델을 서포트 벡터 머신과 합성

곱 신경망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발, 비교함으로써, 어

떤 특성이 서포트 벡터 머신 방법에 더 유효한지 

는 합성곱 신경망이 유효한지 구체 인 기 을 찾고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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