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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제조산업의 제품 품질검사의 자동화를 위한 딥러닝 기법을 제안하고 모델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특징 추출 필터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미지 특징을 자동 추출할 수 있는 CNN을 사용하여 전문인력 없이 

제품의 표면 결함을 검출하고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검증 지표로 검출 정확도와 연산속도를 측정하여 결함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한다. 또한 

연산량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해 필터의 크기에 따른 CNN의 성능을 비교하여 결함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적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커널의 크기를 다르게 적용했을 때 빠른 연산으로 높은 정확도의 검출 결과를 얻었다.

키워드: 결함 검출(Defect Detection), 딥러닝(Deep Learning), 합성곱 신경망(CNN), 주조재(Cas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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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국내 제조산업은 4차산업혁명에 맞춰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의 

대응책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외관 제품 품질검사의 경우 

결함 검사 시스템의 자동화 구축이 필수적이다. 외관 이미지를 이용한 

결함 검사 시스템은 제품의 손상을 가하지 않고 불량을 검출하므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제품의 생산성 및 검출 정확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특징 추출에 탁월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활용하여 주조 제품의 

외관 이미지의 결함 검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필터 사용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를 통해 검출 정확도를 최적화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이미지를 활용한 결함 검출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필터 기반의 접근법, 필터와 Support Vector Machine(SVM) 등의 

기계학습을 결합한 접근법 등이 있다[1-3]. 하지만 조명 반사나 표면 

상태가 불균일하거나 매우 작은 결함이 있는 경우에 성능의 한계를 

보인다. CNN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블레이드의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해 Faste R-CNN을 이용하여 평균 96.1%의 정확도를 얻었다[4].

III. The Proposed Scheme

이번 실험에서는 제품의 표면 걸함 검출을 위한 CNN모델을 구축하

고 특징 추출 필터 크기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모델의 학습과 

평가는 (16 CPUs), 16GB RAM, ADM Radeon(TM)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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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본 논문에서는 CNN의 표면 검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주조 

제품의 표면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5], 학습 데이터 13,266개, 

평가데이터 1,430개로 총 14,696개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2. Deep Learning Model

실험에 사용한 CNN모델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레이어 뒤에는 풀링 레이어와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었다. 레이어에 적용되는 필터의 크기에 따른 검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커널 크기를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 The Proposed CNN Architecture

Layer
Method 1 Method 2

Kernel Size Kernel Size

Conv1 5 X 5 16 X 16

Conv2 5 X 5 9 X 9

Conv3 5 X 5 5 X 5

Table 1. Experiment Method

3. Experimental Results

커널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한 방법 1과 커널의 크기를 다르게 

적용한 방법 2의 정확도와 손실률은 그림 2와 같다. 방법 1은 평균 

정확도 99.19 %, 손실률 0.025 %, 방법 2는 98.87 %, 0.04 %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1 epoch 당 연산시간을 측정한 결과 방법1과 

방법2는 각각 112.98 초, 86.52 초로 커널의 크기가 16-9-5일 때 

더 빠른 연산을 수행하였다.

5-5-5 16-9-5

Fig. 2. Accuracy and Loss Graph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CNN 모델을 구축하여 특징 추출 필터 크기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습정확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학습속도에서는 방법 2가 방법 1보다 23.5% 높게 측정되어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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