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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Smart Factory의 자동 공정에서 결함의 분류를 실시간으로 시도하여 자동 공정 제어를 위한 

결함 분류 딥러닝 기법을 제안하고, Pooling 종류에 따른 분류 성능을 비교한다. Smart Factory 구축에 있어서 

CNN을 이용한 공정 제어를 통해 제품 생산에 있어서 생산량의 증가와 불량률의 감소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Smart Factory는 자동화 공정이므로 결함의 분류 속도가 중요하지만, 생산량의 증가와 불량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결함의 종류를 분류하여 Smart Factory의 공정을 제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Pooling을 Max Pooling과 Averrage Pooling을 복합적으로 설정하였을 때 높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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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국내에는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Smart Factory 구축이 각광 

받고 있다. Smart Factory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정 단계에서 제품의 

결함에 따라 공정의 방식이 실시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품의 

결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정을 변화를 준다면 생산량의 증가와 

불량률의 감소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단계에서 나오는 제품의 결함 종류는 다양하며, 현재 컴퓨터 비전으로 

결함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함을 분류하기 

위해 결함의 종류별 이미지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제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제품의 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특징 추출에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Al 6061 압출재의 

결함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딥러닝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 영역은 확대 추세이며 

Tractica(2015)에 따르면, 향후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포털, 통신, 게임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실제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경우가 미비하다[1]. 이미지를 

활용한 결함 분류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CNN만을 사용하는 

기법 외에 Otsu와 Gaussian blur 기법을 CNN에 결합한 시도가 

있다[2].

III. The Proposed Scheme

이번 실험에서 Al 6061의 결함 분류를 위한 CNN 모델을 구축하고 

Pooling 종류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모델의 학습은 

RTX2070, 32GB RAM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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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본 논문에서는 결함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압출을 시행한 Al 6061 압출재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결함은 Blister 

결함과, Crack 결함으로 분류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1,086개, 테스트 

데이터는 466개로 이루어져 있다.

2. Deep Learning Model

실험에 사용한 CNN모델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 Layer 뒤에는 Pooling Layer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Fig. 1. CNN Architecture

Method 1 Method 2 Method 3

Pooling 

종류

Average+ 

Max
Average Max

Table 1. Experiment Method

3. Experimental Results

실험은 Pooling의 종류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며, 

방법 1은 Average Pooling + Max Pooling을 이용하고, 방법 2는 

Average Pooling만, 방법 3은 Max Pooling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그림 2,3,4의 결과 데이터를 통해 방법 1인 Average Pooling 

+ Max Pooling을 이용한 방법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Classification Result Result Graph

Fig. 2. Average + Max Pooling

Classification Result Result Graph

Fig. 3. Average Pooling

Classification Result Result Graph

Fig. 4. MaxPooling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CNN 모델을 이용하여 Pooling 종류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검증하였다. 방법 1은 정확도가 82.8%, 방법 2는 80.7%, 

방법 3은 81.5%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Average + Max Pooling을 

이용하는 경우에서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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