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 학위논문 

 

기계 학습을 이용한 선체 외판 가공 정보  
예측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prediction system for shell plate forming 

informa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김 병 섭 



 

 

i 

 

 

초  록 

 

곡면  형태의  선체  외판을  만들기  위하여  강재를  평면에서  곡면으로  

만드는  가공인  곡가공  작업은  조선  생산  공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 이러한  곡가공  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조

선소에서  작업자에  의하여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

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과거부터  곡가공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작업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곡가공  연구는  숙련된  작업자의  경험을  할용하기보다는  구

조  해석과  실험을  기반으로  변형률을  예측하거나  가공  정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 하지만  최근  딥러닝

이라  불리는  기계  학습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미지  분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불량품  

검사나  설비의  예지보전과  같은  부분에  딥러닝이  도입된  사례들이  존재

한다 . 조선소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딥러닝  기술의  도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작업자의  경험

에  많이  의존하는  곡가공  공정의  특성  상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

여  작업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자동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부분이  존재한다 .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곡가공  공정  중  중요도가  높고  딥러

닝  기술을  이용하여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곡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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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열간  가공  작업을  선정하였다 . 그리고  이  두  작업에  적용하기  적

합한  딥러닝  기술에  관하여  연구하고  학습  모델을  설계하였다 . 실제  데

이터를  활용하여  제안된  학습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 또한  곡면  분

류와  가공  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  설계하고  이를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 

곡가공  공정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판에  변형을  주는  냉간  가공

과  열을  이용하여  판에  변형을  주는  열간  가공으로  나누어지며  열간  가

공은  가열하는  방식에  따라  선상가열과  삼각가열로  나누어진다 . 이  때  

선체  외판을  구성하는  곡면의  형상에  따라서  필요한  곡가공  공정이  결

정이  되며  사전에  정확한  시수  산출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체  외판을  분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곡면  분류  작업이

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다각형  선체  외판에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정보에서  일정한  크기를  갖는  특징  추출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다 . 또한  곡면  분류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기계  학습  모델들의  

비교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 

또한  열간  가공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학습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기존의  선상  가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적  

가열선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가열선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된  학습  모델에  대하여  학습을  수

행하였고  가열선의  위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

였다 .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갖는  선체  외판의  

자동  분류와  가공  정보의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선체  외

판과  가공  정보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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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 

 

주  요  어 : 곡가공 (Curved hull plate forming), 선상  가열 (Line heating),

곡면  분류 (Surface classification), 딥러닝 (Deep learning), 컨벌루젼  신

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 재귀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학    번 : 2015-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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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1.1.1 곡가공 공정 현황 

선체의  바깥면을  구성하는  선체  외판은  대부분  곡면으로  설계되며  이

러한  곡면  형태의  선체  외판을  만들기  위하여  강재를  평면에서  곡면으

로  가공하는  공정을  곡가공이라  부른다 . 선체  외판은  일반적으로  두께가  

20mm 이상의  두꺼운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완

성하기  어렵고  각  부재의  형상이  모두  다르다는  특징을  갖는다 . 따라서  

곡가공  공정은  조선  생산  공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 이러한  곡가공  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작업자

에  의하여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과거부터  곡가공  공정을  

자동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곡가공  공정에  자동화  장비가  

도입된  사례는  많지  않다 . 

일반적으로  곡가공  공정은  강재의  입고부터  자동  절단 , 냉간  가공 , 열

간  가공 , 수동  절단 , 완성도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주요  기

술과  자원을  Figure 1 에  표시하였다 .  

자동  절단  단계는  직사각형  형태의  강재가  입고되면  부재의  전개  정

보를  판에  배치하는  네스팅을  수행하고  NC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단계이다 . 곡면  부재의  가공  전  형상을  예측하여  2 차원  부재  정보를  만

드는  과정인  곡면  전개 (Ryu & Shin, 2005)와  네스팅 (Cheok & Nee, 1991)

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강재  절단  작업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 반면에  자동  절단을  제외한  공

정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작업자에  의하여  수동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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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  

절단된  부재는  냉간  가공이라고  불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곡면의  대략

적인  형상에  맞게  굽히는  공정을  거치며  부재의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깊이로  변형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작업자에  의하여  결정된

다 .  

그  후  열간  가공이라고  불리는  토치를  이용하여  부재에  열을  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열간  가공은  열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선상  가열

(line heating)과  삼각  가열 (triangle heating)로  나누어진다 . 판을  직선

형태로  가열하는  방식인  선상  가열은  판의  두께  방향의  온도  구배를  발

생시켜  영구적인  굽힘  변형을  일으키는  가공  공정으로  일반적으로  안장

(saddle) 형태의  곡면을  만들  때  사용된다 . 그리고  판에  삼각형  형태로  

가열하는  방식인  삼각가열은  고온에  의하여  판에  부분적으로  수축이  발

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볼록 (convex) 형태의  곡면을  만들  때  사용된다 . 

열간  가공이  완료된  판은  설계  정보에  맞도록  가장자리를  수동으로  절

단하고  최종  완성도를  3 차원  곡형 (Ryu et al., 2018)을  이용하여  평가한

다 . 

 

 

Figure 1 공정, 제품, 기술, 자원 관점에서의 곡가공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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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동 곡면 분류 작업의 필요성 

선체 외판 부재는 곡면의 형상에 따라서 가공 방법이 결정된다. 한 방향으로 곡

률이 존재하는 원통형 부재의 경우에는 열간 가공 없이 냉간 가공만을 수행하며 그 

외의 곡면 부재는 선상 가열이나 삼각 가열을 수행한다. 이 때 부재를 곡면의 형상

에 따라서 구분하는 작업을 곡면 분류라고 부른다. 

선상 가열이나 삼각 가열과 같은 곡가공 공정의 핵심 단계의 자동화에 대한 연

구에 비하여 판이 어떠한 형태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곡면 분류

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화된 곡가

공 작업을 위해서는 곡면의 종류는 공정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분류되어 있어야 한

다. 또한 곡가공 공장의 운영 측면에서는 각 부재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어야 사전

에 가공 시수 산출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생산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조선소의 주요 제품 또는 반제품에 해당하는 블록이나 부재는 유일하다는 특징

을 갖기 때문에 생산 계획 측면에서는 각 제품이 어떤 공정으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제품의 분류 및 라우팅(routing)과 관련한 문

제는 곡가공 뿐만 아니라 조선소내의 여러 공정과 제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소 내의 반제품인 블록의 특성과 제약조건에 따라서 배량하는 연구

(Hwang et al., 2014)와 배관재의 설계 정보를 바탕으로 배관의 라우팅을 결정하는 

전문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Kang et al., 1999)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조선소의 곡면 분류 작업과 관하여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아직까지 현

장에서는 숙련된 작업자에 의하여 부재의 라우팅이 결정되고 있다. 실재 부재에서

는 Figure 2의 볼록형 곡면이나 Figure 3의 안장형 곡면과 같이 한 방향에서는 부

재의 형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작업자가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3 차원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재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보아야 한다. 현

장 작업자의 경우에는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부재의 설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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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도면 형태로 되어있는 곡형 정보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

가 곡면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며 작업자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곡면 분류를 자동화 하는 기술을 개발

한다면 분류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분류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ure 2 볼록형 선체 외판 곡면 예시 

 

 

Figure 3 안장형 선체 외판 곡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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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곡가공 기술 축적의 필요성 

대부분의  곡가공  연구는  숙련된  작업자의  경험을  할용하기보다는  구

조  해석과  실험을  기반으로  변형률을  예측하거나 (Ko et al., 1999) 가공  

정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Shin et al., 2004)하기  위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다 . 연구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선상  가열  정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구현되었고 , 이를  자동  가열  장비 , 계측  장비와  통합하여  자

동으로  가열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Park et al., 2016)이  개발되었다 . 

이러한  자동화  기술로  열간  가공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음이  확

인되었으나  모든  종류의  부재에  대하여  숙련된  작업자보다  높은  생산성

을  보이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동  곡가공  시스템이  도입된  조선소는  아직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Figure 4 와  같이  작업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업

이  이루어진다 . 만일  숙련된  작업자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시스템에

서  활용할  수  있다면  자동  곡가공의  시스템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진행된  바

가  거의  없다 . 

최근  딥러닝 (deep learning)이라  불리는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는  이상  탐지 (Erfani et al., 2016)나  손상  감지 (Cha et al., 

2017)와  같은  부분에  딥러닝이  도입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된  모델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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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선상 가열 작업자와 선상 가열 작업 예시 

 

조선소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딥러닝  기술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작업자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곡

가공  공정의  특성  상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곡가공  자동화  기술의  수준을  향

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곡가공  공정  중  중요도가  높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곡면  분류  작업과  열

간  가공  작업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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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동향 

1.2.1 생산 분야의 딥러닝 관련 연구 

딥러닝의 기반 기술인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2000년대 초반

에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지만 과적합(overfitting) 등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ReLu 함수(Glorot et al., 

2011)와 드롭아웃(dropout)등의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Hinton et al., 

2012)의 등장과 Krizhevsky 등(2012)의 ImageNet 분류 사례를 통하여 심층 인

공 신경망이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심층 인

공 신경망을 활용한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Breakout 게임을 플레이(Mnih et al., 

2015)하거나 바둑에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증명(Silver et al., 2016)되며 딥

러닝이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딥러닝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

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Chen et al., 2018). 특히 제조 

시스템에서 IoT,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에 딥러닝을 활용하여 과거의 규칙 기반(rule-based)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반(data-driven)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Wang et al., 2018). 이러한 제조업과 

관련된 딥러닝의 주요 연구를 분석하여 Table 1 에 정리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제품

의 결함 탐지에 관하여 딥러닝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CNN 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이나 RNN 을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로봇 

제어에도 딥러닝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으며 심층 강화 학습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

여 로봇에 반복 작업을 학습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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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생산 분야의 딥러닝 관련 연구 현황 

구

분 
제목 저자 적용 대상 특징 

국

외 

Design of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rchitectures for 

automated feature extraction in 

industrial inspection 

Weimer et 

al.(2016) 
결함 탐지 

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CNN을 

사용하여 피쳐를 추출함 

Machine learning in 

manufacturing: advantages, 

challenges, and applications 

Wuest et 

al.(2016) 
제조업 전반 

기계 학습을 적용할 수 있

는 제조업의 특징과 적용 

사례 등을 리뷰함 

Repeatable Folding Task by 

Humanoid Robot Worker Using 

Deep Learning 

Yang et 

al.(2017) 
로봇 제어 

CNN을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로봇에 반복 작

업을 학습시킴 

Multi-bearing remaining useful 

life collaborative prediction: A 

deep learning approach 

Ren et 

al.(2017) 
베어링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제조 장비의 베

어링의 수명을 예측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robotic manipulation with 

asynchronous off-policy updates 

Gu et 

al.(2017) 
로봇 제어 

심층 강화 학습을 이용하

여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작업을 학습함 

Deep Learning-Based Crack 

Damage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ha et 

al.(2017) 

건설,  

결함 탐지 

콘크리트의 결함을 탐지 

CNN 사용 

Deep learning for smart 

manufacturing: Methods and 

applications 

Wang et 

al.(2018) 
제조업 전반 

딥러닝의 제조업 적용 사

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리뷰함 

국 

내 

제조업의 심층신경망  

기계학습(딥러닝) 

Cho and 

Lee(2017) 
제조업 전반 

제조업에 딥러닝을 적용하

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개발 환경을 리뷰함 

밀도기반 군집화와 딥러닝을 활용

한 공정 주기 신호의 이상 탐지 

및 분류 

Kwon et 

al.(2018) 
결함 탐지 

제조 설비의 주기 신호에

서 결함을 탐지하기 위해 

군집화와 RNN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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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곡면 분류 관련 연구 

이전까지의 선체 외판의 곡면 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선체 외판을 구성하는 곡면

을 메쉬로 분할하고 각각의 메쉬에서 가우스 곡률(Gaussian curvature)을 계산하

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각각의 메쉬에 대하여 곡면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러한 메쉬들의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곡면의 종류를 분류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메쉬의 곡면 종류에서 전체 판의 종류

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최종 곡면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

을 사용하는지가 연구의 핵심이 된다. Noh and Shin(2009)는 곡면을 이루는 메쉬 

중에서 각각의 곡면 종류에 포함되는 메쉬의 수를 2 차원 벡터로 정의하고 이 벡터

를 이용하여 표준 형상 벡터와의 근접성을 비교하는 nearest neighbor 기반의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Coon’s patch 를 이용하여 곡면을 모

델링하는 방식으로 사각형 판에는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삼각형이나 오각형 형태의 

판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계산된 판의 분류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판이 

실제 조선소의 작업자가 판단하는 판의 종류와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Kim et al.(2014)는 paving method를 이용하여 곡면을 임의 다각형 메쉬로 구성하

는 방법으로 이전의 분류 알고리즘을 다각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의 분류는 전체 메쉬에 대한 특정 종류의 메쉬의 수만을 분

류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분류 결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Kim 

et al.(2016)은 메쉬 수의 비율에 의한 분류가 아닌 메쉬의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판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부분에 대하여 곡면의 종류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판이 어떠한 

공정으로 진행될지를 자동으로 결정하여 주지 않았다. 이러한 메쉬 기반 분류 연구

는 판 자체가 어떤 종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부분 별로 분류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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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실제 판의 공정을 결정할 때는 결국 작업자가 부분적인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참고 용도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쉬 기반의 분류가 아니라 판 전체에 대한 분류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분류를 수행하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계 학습 기반의 연구는 Kim et al.(2006)에 의하여 이루

어진 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우스 곡률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시대에 발표된 논문으로 여러 개의 계층을 사용하는 최근의 딥러닝 연구들

에 비하면 매우 단순한 1 개 또는 2 개의 계층만을 사용하여 때문에 분류 정확도가 

93%로 충분히 높지 않았고, 가상의 설계 정보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형상을 갖는 부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곡면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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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곡면 분류 관련 연구 동향 

구

분 
제목 저자 적용 대상 특징 

국 

외 

Segmentation through 

variable-order surface fitting  

Besl et al. 

(1988) 
임의 곡면 

사진 정보에 대한 곡면 근

사 방법 제안, 사진 분석 

Automation of hull plates 

classification in ship design 

system using neural network 

method 

Kim et al. 

(2006) 
선체 외판 

곡률 분석, 인공 신경망  

사용 

Automatic recognition of 

features from freeform surface 

CAD models 

Sunil and 

Pande (2008) 
CAD 모델 

메쉬 분할 기반 곡률 분석, 

분류 결과 가시화 용도 

A Study on Classification 

Algorithm of Rectangle Curved 

Hull Plates for Plate 

Fabrication 

Kim et al. 

(2016) 
선체 외판 

해석적 곡률 분석, 사각형 

부재 

국 

내 

곡가공 프로세스를 고려한 곡

판 분류 알고리즘 

Noh and Shin 

(2009) 
선체 외판 

메쉬 분할 기반 곡률 분석,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건축 곡면형상의 구축유형 분

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Han et al. 

(2013) 
건축 곡면 

메쉬 분할 기반 곡률 분석, 

건축물 사례 중심 

곡가공을 위한 임의 다각형 곡

판 분류 알고리즘 연구 

Kim et al. 

(2014) 
선체 외판 

메쉬 분할 기반 곡률 분석, 

다각형 곡판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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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열간 가공 관련 연구 

열간가공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가공  조건에  따른  변형량

(deformation) 예측에  관한  연구와  공정의  자동화 (automation)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 또한  두  열간  가공은  방법은  물리적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이  구분되어  연구가  되어왔다 . 선상가열의  변

형량  예측과  관련  해서는  FEA(Finite element analysis) 기반의  변형량  

예측  시뮬레이션 (Ko et al., 1999)과  가열  조건과  변형량과의  무차원화된  

관계에  대한  연구 (Shin and Lee, 2002) 등의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 . 

삼각가열의  변형량과  관련해서는  고유변형도법 (inherent strain method)

를  이용한  삼각가열의  변형량  예측 (Jang et al., 2005) 등의  연구가  이루

어졌다 . 그리고  열간가공의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열간가공  자동화  시스

템  개발  및  검증 (Park et al., 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연

구에  관하여  Table 3 에  정리하였다 .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선상  가열  연구로는  열탄소성 (thermoplastic) 

해석  결과를  이용한  안장형  부재의  변형량  예측 (Shin et al., 1999), 부재

의  변형량  예측 (Pinzón et al., 2013) 선상  가열  공정의  가열선  위치  선

정 (Song et al., 2003)과  가열선  예측  기법 (Yang et al., 2010) 등이  있으

며  변형량  예측에  비하여  가열선의  위치  학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되기  이전의  논문들로  대부분  계층이  3 개  이내로  구성된  

MLP(multilayer perceptron)와  같은  단순한  구조의  인공  신경망을  사용

하였다 . 가열선  예측의  경우에는  학습에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 이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인  부재에  대하여만  학습을  수행하였

다는  한계가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거  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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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선상  가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선상  가

열  데이터의  부족을  해결하고 , 최신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과거  

연구들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Table 3 열간 가공 관련 연구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저자 적용 대상 특징 

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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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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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선체  외판  곡면을  형상에  따라서  분류하고  가공  정보를  학

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스템에는  

곡면을  분류하는  모듈과  가공  정보  학습  모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습

에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였다 . 해당  시스템은  부재  데이터와  가공  정

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충분히  학습을  수행하고 , 새로운  부재  데이터가  

입력되면  정확한  분류와  가공  정보의  예측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곡면  분류와  열간  가공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딥러닝을  이용한  곡면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 기존  연구들에서는  곡면  분류에  주로  메쉬  분할과  가우스  

곡률  개념을  활용하여  곡면의  각  부분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곡면  전체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곡면  

분류의  최종  목적인  가공  방법  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그리고  제안된  특징  추출  방법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부

재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다른  곡면  분류  연구나  다른  기계  학습  방

법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로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또한  열간  가공  실적  정보를  학습하여  가공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 기존의  선상  가열  정보  생성  방법은  곡면  위

에서  가열선의  후보점을  탐색하고  각  점에서  주변형률의  방향으로  가열

선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이러한  방법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여러  연구를  통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열선  생성  알고리즘을  학습에  활용하고  가열선  

생성시에는  가열선의  방향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실적  정보  학습의  복

잡도를  낮추고자  하였다 . 그리고  가열선  학습의  특징에  적합한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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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모델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한  예측이  가

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하였다 . 

곡면  분류와  가공  정보에  대한  학습  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이후

에는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데이터에  대한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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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핵심  기술인  딥러닝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과  주요  사례에  대하

여  정리하고 , 곡면  분류와  가공  정보의  학습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

다 . 또한  모델의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면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

는  통합  시스템인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3 장에서는  곡면  분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 분류에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였다 . 그리고  실제  선체  외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한  

모델에  학습을  수행하고  다른  기계  학습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분류  정

확도를  검증하였다 . 

4장에서는  기존의  선상  가열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공  정보  생성  모델

의  학습  방안을  정의하고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가공  정보를  

정의하였다 . 그리고  정의된  가공  정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학습  모델

을  설계하고  다양한  모델들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 

5 장에서는  2 장에서  설계한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을  구현

한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고 , 실제  선체  외판  데이터에  대하여  해당  시스

템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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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딥러닝 기술 

2.1.1 인공 지능, 기계 학습, 딥러닝 개념의 정의 

최근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많은 주

목을 받으며 학계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

러 분야에서 인공 지능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의미로 쓰이

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흔히 사

용되는 용어인 인공 지능, 기계 학습, 딥러닝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계 학습, 딥러닝은 Figure 1Figure 5와 같은 포함 관계

를 갖는 개념으로 인공 지능이 가장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 인공 지능의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정의는 ‘학습과 문제 해결과 같은 인간의 인지 기능을 모방한 기계’이다 

(Russel & Norvig, 2009). 기계 학습은 다양한 인공 지능 기술 중 데이터를 이용하

여 예측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통칭하며 인공 신경망, 결정 나무(decision 

tree),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기술이 해당된다. 딥러닝은 다중 계층

을 갖는 인공 신경망 기반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인공 지

능 분야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Lecun et al., 2015).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에 해당하는 기술을 주로 사용하였고, 학습 모델의 평가시

에는 일부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였다. 인공 지능은 세부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

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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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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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공 신경망의 기본 구조와 학습 원리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의  구조에서  영감

을  받아  개발된  모델로  인공  뉴런들과  뉴런들을  연결하는  가중치

(weight), 입력에  비선형성을  주기  위한  활성  함수 (activation function)

으로  이루어진다 .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일  계층을  갖는  인공  신경망을  

Figure 6 에  나타내었다 . 이  단일  계층  인공  신경망은  3 개의  입력

(𝑥1, 𝑥2, 𝑥3)과  1 개의  출력 (𝑦)을  가지며  각  입력에  가중치를  곱하고  그  값

들을  더한  뒤  활성함수 (ℎ)를  취해  출력을  계산하게  되며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각  뉴런에서  편향 (bias)라  불리는  항을  추가하여  출력

을  계산하기도  한다 . 

 

𝑦 = 𝑓(𝑥) = ℎ(∑𝑤𝑖𝑥𝑖
𝑖

) (1) 

 

 

Figure 6 단일 계층 인공 신경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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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신경망을  학습 (training)시키는  과정은  주어진  데이터셋 (X, Y)에  

대하여  출력의  오차  함수 (𝐸 )가  최소가  되는  가중치를  찾는  최적화  과정

으로  볼  수  있으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𝐸 =
1

2
∑‖𝑌 − 𝑦‖2 =

1

2
∑{𝑌 − ℎ(∑𝑤𝑖𝑋𝑖

𝑖

))}

2

 
(2) 

 

일반적으로  이러한  최적화  연산에는  경사  하강법 (gradient descent)와  

같은  국부  최적해 (local optimum)를  찾는  방법이  사용된다 . 이  때  식  (3)

과  같이  오차의  경사 (𝛻𝐸)와  학습률 (learning rate, 𝜂)를  이용하여  단계적

으로  최적  가중치에  접근한다 . 

 

𝑤(𝜏+1) = 𝑤𝜏 − 𝜂𝛻𝐸(𝑤𝜏) (3) 

 

이  때  경사의  계산을  위하여  𝑗번째  뉴런의  입력 (𝑎𝑗)과  다음  계층의  오

차 (𝛿𝑘 )로  이루어진  식  (5)와  같은  역전파 (backpropagation) 공식이  사용

된다 (Bishop, 2006). 이  과정은  출력에서  입력  방향으로  오차가  계산되

어  나가기  때문에  역전파라고  불리며  Figure 7 에  이러한  계산  방향을  

표시하였다 . 

 

𝑎𝑗 = ∑𝑤𝑗𝑖𝑧𝑖
𝑖

 (4) 

𝛿𝑗 ≡
𝜕𝐸

𝜕𝑎𝑗
= ℎ′(𝑎𝑗)∑𝑤𝑘𝑗𝛿𝑘

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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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역전파의 계산 방향(Bishop, 2006) 

 

최종  계층에서의  오차는  입력  데이터가  인공  신경망을  통과하는  과정

인  순전파 (feed forward)를  통하여  얻어지는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

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역전파  과정을  통하면  여러  계층을  갖는  인공  

신경망에서도  모든  가중치에  대하여  경사  하강법을  수행할  수  있다 . 역

전파는  많은  수의  가중치와  편향을  최적화하여야  하는  인공  신경망에서  

다른  수치적  미분  방법에  비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Bishop,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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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심층 인공 신경망과 딥러닝 

역전파를  이용하면  다중  계층을  갖는  인공  신경망의  학습이  가능하였

음에도  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입력  부근에서  경사가  사라지는  문제

(vanishing gradient)와  과적합 (overfitting)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존재

하였기  때문에  딥러닝  등장  이전의  인공  신경망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

다 . 하지만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활성  함수인  Sigmoid, tanh 대신  

Figure 8 과  같은  ReLU(Rectified Linear Unit)를  사용하면  경사가  사라

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Glorot et al., 2011). 또한  Figure 9

와  같이  일부  뉴런의  연결을  임의로  끊는  방법인  드롭아웃을  사용하면  

과적합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 (Hinton et al., 2012)이  알려지며  계층의  

수가  많은  심층  인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로  이전  보다  훨씬  깊고  다양한  구조를  갖는  인

공  신경망의  학습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심층  구조의  인공  신경망  학

습은  딥러닝이라는  용어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 과거  전통적인  기계  학습  

연구에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의  경향을  예측하고  주요  특징을  

선택하는데  사람의  판단에  의존했다면  딥러닝은  이러한  과정을  모델이  

학습을  통하여  대신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과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내는  분류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Lecun et al., 2015).  

이러한  딥러닝  기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로  CNN 과  

RNN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모

델을  사용하였다 . CNN 과  RNN 의  기본  구조와  주요  적용  사례와  관련

된  내용은  2.1.4 와  2.1.5 에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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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활성 함수들의 비교 

 

 

Figure 9 드롭아웃의 적용 전과 적용 후의 개념도(Srivastava et al., 2014) 

  



제  2 장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  
 

 

27 

 

2.1.4 합성곱 신경망(CNN)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 불리는 합성곱 신경망은 신호 처리

에서 사용되는 합성곱(convolution) 개념을 적용한 신경망으로 입력된 데이터에 작

은 크기의 합성곱 필터를 적용하여 다양한 특징(feature)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

된다. 이 때 가장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는 합성곱 필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특징 

학습(feature learning)에 사용된다. 

LeCun 등(1998)은 LeNet-5 이라 불리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형태의 CNN 의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LeNet-5는 2차원 형태의 이

미지를 입력 받고 합성곱 계층과 풀링(pooling) 계층을 2 번씩 사용하여 입력 데이

터의 크기를 단순화하며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특징에 2 개의 완전히 연결된 

계층(fully-connected)을 연결하고 tanh 함수를 활성 함수로 사용하여 최종 출력을 

계산한다. 이러한 LeNet-5는 딥러닝의 적용으로 이전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CNN 연구의 기본 구조로 많이 사용되었다. 

Krizhevsky 등(2012)은 CNN을 사용하여 약 10만개의 사진 데이터에서 1,000

개의 사물을 분류하는 ImageNet이라 불리는 문제에서 60% 이상의 분류를 성공하

며 CNN 구조와 딥러닝이 결합되면 높은 정확도를 갖는 분류기의 학습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결과의 예시를 Figure 11 에 나타내었다. 이 후 CNN 은 사진 데이터를 

이용한 얼굴 인식(Li et al., 2015)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동영상의 분류(Karpathy 

et al., 2014), 콘크리트의 결함 탐지(Cha et al., 2017) 등의 2 차원 데이터의 분류 

문제와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 인지(Ji et al., 2013)와 같은 3차원 데

이터의 인지 문제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곡면의 분류와 가공 정보 생성시에 부재 정보의 분석을 위하에 

CNN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망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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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eNet-5의 구조(LeCun et al., 1998) 

 

 

Figure 11 CNN을 이용한 ImageNet 사진 분류(Krizhevsk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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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재귀 신경망(RNN) 

RNN(Recurrent Neural Network)는  네트워크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

로  사용되는  재귀적인  구조를  갖는  신경망을  의미한다 . 새로운  입력  정

봐와  함께  이전의  출력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서  데이터 (sequence 

data)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언어  인식 (Graves et 

al., 2013), 번역기  개발 (Cho et al., 2014), 시계열  데이터  예측 (Chandra 

& Zhang, 2012)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또한  재귀적인  네트워크의  단위  셀 (cell)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모

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Hochreiter & Schmidhuber(1997)가  개발한  

LSTM(Long Short-Term Memory)이  RNN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단순한  RNN 구조와  함께  Figure 12 에  나타내었다 . 

Chung et al.(2014)는  GRU(Gated Recurrent Unit)라고  불리는  새로

운  형태의  RNN 구조를  제안하고  음악  데이터와  대화  데이터의  학습에

서  LSTM 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 

본  연구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가열선  정보의  경우에도  한  번의  가열

작업에  여러  개의  가열선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열선  정보

를  별도로  예측하기보다는  순서  데이터로  정보를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 따라서  RNN 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단순한  

RNN, LSTM, GRU 구조를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자

세한  과정은  4 장에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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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RN(Simple Recurrent Network)과 LSTM의 구조(Greff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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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 프레임워크 

2.2.1 딥러닝의 곡가공 공정 적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2.1 에  정리된  딥러닝  기술을  조선소의  곡가공  공정에  

적용하고  실제  생산  공정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기계  학습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은  입력과  출력  정보가  있는  라벨  데이터 (labeled data)로  모델을  학습

시키고  학습된  모델에  입력  정보만  있는  데이터 (unlabeled data)를  입력

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 기계  학습  방법론에  따라서  학습  모델의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이  달라지게  되며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에

서는  역전파를  이용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 

딥러닝에  사용되는  인공  신경망은  일반적으로  크고  복잡한  구조로  이

루어져있고 , 구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최적화  변수인  가중치와  편향의  

수는  더욱  많이  증가한다 . 또한  인공  신경망을  학습할  시에는  하나의  데

이터에  대하여  한  번의  최적화만  수행하기  보다는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임의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역전파와  경사하강법이  효과적인  최적화  방

법임에도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는  순전파와  역전파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긴  계산시간이  소요된다 . 

반면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을  수행할  시에는  새로운  데이터

를  모델에  입력하여  출력을  얻는  순전파  계산을  한  번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비하여  훨씬  적은  연산과  짧은  계산시간이  소요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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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딥러닝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곡면  

분류와  가공  정보의  학습을  수행하는  선체  외판  정보  학습  시스템의  운

영방안을  Figure 13에  정리하였다 . 개발된  시스템이  실제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여  작업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잘못된  분류  결과  또는  실제  

필요한  가공  정보와  상이한  가공  정보  결과를  출력할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작업이  발생하여  수동  작업에  비하여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는  위험이  존재한다 . 따라서  시스템의  운영  단계를  학습  단계와  예측  단

계로  나누어  기존의  데이터셋을  이용한  모델의  학습과  학습  결과에  대

한  평가  및  검증은  학습  단계에서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은  학습  모델에  대한  검증이  충분이  이루어

진  뒤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  

실제  작업자가  가공을  수행하게  되는  예측  단계에는  긴  연산시간이나  

부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어  생산성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  예상하였다 . 

 

Figure 13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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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단계에서  가열선을  학습할  시에는  실적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  

학습  이외에도  강화  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강화  학습은  주어

진  데이터셋이  아니라  환경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게임 , 바둑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 이러한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가공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방안을  Figure 14 와  같이  정리하였다 . 강화  학습

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환경 , 상태 , 보상 , 에이전트 , 

동작으로  구성된다 . 가공  정보  학습을  위한  환경은  가상으로  가열을  수

행할  수  있는  변형  시뮬레이터와  변형  결과에  대한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변형  전 , 후의  곡면과  목적  곡면  

정보를  에이전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인  상태가  정의

되어야  하며  완성도  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계산되어야  한다 . 에이전트

는  상태를  입력  받아  동작에  대한  정책 (policy)을  결정하는  인공  신경망

을  의미하는데  가공  정보  생성  시에  동작은  하나의  가열선에  대한  가상  

환경에서의  가열  작업을  의미한다 . 이러한  정의된  강화  학습  문제에서는  

1 에피소드는  여러  번의  가열을  수행하여  가공이  종료되는  단위가되며  

강화  학습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10 만  번  이상의  에피소

드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가공  정보에  대한  충분한  학

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변형  시뮬레이터의  개

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아직  강화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개발  범위에서  강화  학습은  제외하고  데이터셋을  이용한  

지도  학습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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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변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강화학습 기반 가공 정보 생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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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 프레임워크 설계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은  곡면  분류와  가공  정보  생성에  

대한  학습의  수행뿐만  아니라  학습  모델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Figure 

15 와  같이  곡면  분류  모듈 , 가공  정보  생성  모듈 , 공통  기능  모듈로  구

분하여  정리하였다 . 

 곡면  분류  모듈은  학습  단계에서는  모델의  설계 , 학습  및  평가를  수

행하고  예측  단계에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하므로  각각의  작업을  모듈의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 이  때  학

습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곡면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하여  공통  

기능  모듈의  데이터  입출력  기능과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사용하며  모

델의  평가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그래프  생성과  학습  결과  가시화  

기능을  사용한다 . 

가공  정보  모듈도  곡면  분류  모듈과  비슷한  형태의  곡면  데이터를  입

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  기능  모듈의  데이터  입출력  기능과  데이

터  전처리  기능을  사용하며  가열선  데이터의  가공은  가공  정보  모듈  내

에서  수행한다 . 또한  가상의  부재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  내에  곡면  정보  생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열선  

학습을  위한  학습  모델  설계  기능 , 학습  수행  기능 , 예측  수행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 그리고  예측된  가열선의  위치에서  연결된  형

태의  가열선을  생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상  가열  연구들에  사용된  가

열선  방향  계산  기능을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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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의 모듈별 주요 기능 정의 

 

학습  및  예측을  위한  데이터  및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Figure 16 와  같이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의  전체  프레임워크

를  설계하였다 . 프레임워크는  시스템의  운영  방안에  맞게  학습  단계와  

예측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학습  단계에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사용자가  판단을  하면  예측  단계를  수행한다 . 

학습  단계에서는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  선체  외판  곡면  정보를  이용

한  곡면  분류  모델의  학습과  가공  정보를  이용한  가공  정보  생성  모델

의  학습을  별도로  진행하며  각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예측  단계를  시

작할  수  있다 . 가공  정보  생성  모델의  학습  시에는  목적  곡면  정보 , 가

공  전  곡면  정보 , 가공  정보가  사용이  되며  실제  외판  정보  외에도  가

공  정보  모듈  내에서  생성한  가상의  외판  정보가  사용이  된다 . 가상의  

외판  정보는  다양한  외판의  형상에  대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되며  실제  외판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 이러한  외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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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이용하여  목적  곡면과  계측  곡면  정보를  구성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존  선상  가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공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실적  가공  정보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학습  단

계에서  가공  정보  학습  모델이  다양한  외판  데이터와  외판  데이터에  맞

는  선상  가열  정보에  대한  학습을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측  단계에는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선체  외판  곡면  정보를  곡

면  분류  모듈에  입력하고  학습  모델이  곡면의  종류를  분류한다 . 분류  결

과와  곡면  정보가  가공  정보  생성  모듈에  입력되면  가공  정보  생성  모

듈에서는  해당  곡면의  계측  정보를  가공  정보  DB 에서  가져와  목적  곡

면 , 가공  전  곡면으로  이루어진  가공  정보  생성  모델의  입력  데이터를  

구성한다 . 이  때  곡면의  종류에  따라서  선상  가열  정보를  생성할지  삼각  

가열  정보를  생성할지가  결정이  되며  선상  가열의  경우  학습  모델이  가

열선의  위치를  결정하고  가열선  방향  계산  알고리즘에  따라  전체  가열

선을  생성한다 . 생성된  가열선은  자동  가열  로봇  시스템에  입력으로  사

용되어  실제  가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열  후의  부재  

정보는  계측  이후  가공  정보  DB 에  저장된다 . 또한  작업자의  수동  작업

에  대한  계측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동  작업의  가열선과  계

측  전 , 후의  곡면과  같은  실적  가공  정보도  가공  정보  DB 에  저장될  수  

있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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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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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가공 공정을 고려한 곡면 분류 학습1 

3. 가공 공정을 고려한 곡면 분류 학습 

                                                           

 

1 이 장의 내용은 Kim et al. (2019)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정리하였음. 



제  3 장  가공  공정을  고려한  곡면  분류  학습  

 

40 

 

3.1 곡면 분류 프로세스 

기계  학습  모델이  곡면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CNN 을  사용

한  학습에서는  원본  데이터 (raw data) 상태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오차를  내는  필터를  찾는  과정을  특징  추출이라고  부

른다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원본  데이터는  데이터셋  형태가  아

닌 3차원  설계  정보  형태이기  때문에  특징  추출은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

여  모델의  입력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 

곡면을  분류하는  프로세스는  Figure 17 와  같이  설계  정보에서  시작하

여  특징점  추출 , 근사평면  계산 , 거리  계산  및  정규화 , 모델  입력 , 결과  

출력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2 와  3.3 에  

정리하였다 . 

 

Figure 17 곡면 분류 프로세스와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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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곡면은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  값을  기준으로  8 가지의

기본 (fundamental) 곡면  종류로  구분된다 (Besl & Jain, 1988). 하지만  

선체  외판  분류에서는  판이  놓여있는  형상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

체로  평면 , 원통형 , 볼록형 , 안장형의  4 가지  종류를  사용 (Noh & Shin, 

2009)하며  각  곡면  종류의  대표적인  형상은  Figure 18 와  같다 . 이  때  

각  곡면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곡가공  공정이  결정되게  되며  이러한  

선체  외판  종류에  따른  공정 , 기본  종류 , 가우스  곡률 , 평균  곡률의  관

계를  Table 4 에  표시하였다 . 

 

Figure 18 선체 외판 곡면의 대표 형상: 평면, 원통형, 볼록형, 안장형 

 

Table 4 선체 외판 종류에 따른 공정, 기본 종류,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의 관계 

선체 외판 

종류 
가공 공정 

기본 곡면  

종류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 

평면(Flat) 자동 절단 Flat 0 0 

원통형

(Cylinder) 
자동 절단→냉간 가공 

Ridge 0 - 

Valley 0 + 

볼록형

(Convex) 

절단→냉간 가공→삼각 가열→ 

수동 절단→완성도 평가 

Peak + - 

Pit + + 

안장형

(Saddle) 

절단→냉간 가공→선상 가열→ 

수동 절단→완성도 평가 

Saddle ridge - - 

Saddle valley - + 

Minimal 

Surfac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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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곡면 특징 추출 방법 

3.2.1 특징점 추출 

곡면 설계 정보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자세한 과정은 Figure 19 에 나타내었다. 

이 과정은 선체 외판 설계 정보에서 기계 학습에 사용하는 특징 계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치면서 평면판은 기계 학습과 상관없이 구분

해 내는 것이 가능하며, 추출한 특징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선체 외판은 원통형, 볼

록형, 안장형의 3 종류 중 하나로 분류된다. 

 

 

Figure 19 곡면의 특징 추출 및 평판의 분류 방법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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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학습에서  특징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일정한  크기를  가져야  한

다 . 하지만  선체  외판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판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곡면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일정한  크기를  갖는  데이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CAD 시스템에서는  아이소메트릭  나무 (isometric tree) 기반의  

전개  알고리즘 (Manning, 1980)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  정보는  조각점

(strip point)이라  부르는  격자형  점들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 이러

한  조각점의  예시를  Figure 20 에  나타내었다 .  

 

 

Figure 20 선체 외판 곡면과 조각점의 예시 

 

이러한  조각점은  곡면의  꼭지점과  모서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

부에  고르게  분포하는  곡면  상의  점이기  때문에  곡면  형상의  특징을  반

영할  수  있다 . 또한  항상  직사각형  격자  형태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곡면

에서는  일정한  크기를  갖는다 . 예를  들면  선체  외판을  구성하는  대부분

의  사각형  곡면뿐만  아니라  삼각형  곡면과  일부  오각형  곡면은  동일한  

수의  조각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각점의  기본  형태는  

9×9 의  2 차원  배열  형태로  이루어진의  81 개  점  좌표이며  이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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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Figure 21 의  (a), (b), (c)에  나타내었다 .  

하지만  실제  선체  외판의  CAD 정보  중에는  그림의  (d), (e)와  같이  

곡면의  형태에  따라  81 개의  점이  아닌  90 개 , 99 개  등의  더  큰  크기의  

불규칙한  데이터  형태도  존재한다 .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사각형이나  

오각형에서  81 개의  와이어프레임만으로는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체  외판의  설계자가  꼭지점을  포함하도록  임의

로  1 줄  또는  2 줄의  조각을  추가한  것으로  90 개  또는  99 개의  점  정보

를  갖는  경우이다 . 또한  매우  드물게  위의  개수의  점들로는  곡면의  모델

링  품질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  11×12 개의  점으로  조각점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데이터의  크기는  9×9 보다  같거나  

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  

중에서  곡면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삼각형 , 사각형 , 오각형의  모든  선체  외판  곡면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수인  81 개  점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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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다양한 형상의 선체 외판과 조각점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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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곡면의 2차원 특징 추출  

앞에서  추출한  점들의  좌표  데이터는  선체  외판의  형상  정보뿐만  아

니라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확한  곡면의  분류를  위해서는  이러

한  좌표  정보에서  위치  정보를  제거하고  외판의  형상에  대한  정보만  남

겨놓아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각  곡면에서  하나의  기준  평면을  잡고  기

준평면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3 차원  점  좌표에서  

1 차원  거리  값을  계산하였다 . 기준  평면은  최소  제곱 (least mean 

square)을  이용하여  계산된  근사평면 (best fitting plane)을  사용하였다

(Forbes, 1989).  

3.1.1 의  특징점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삼각형 , 오각형  선체  외판에  

대해서도  항상  4 개의  꼭지점이  추출되며  대표  곡면은  4 개의  꼭지점에  

대한  근사평면을  사용하였다 . 근사평면에서  각  조각점까지의  거리를  계

산하면  점의  개수와  동일한  9×9 개의  거리  값을  얻을  수  있으며  곡면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데이터와  비슷한  2 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된다 . 그리고  모델이  더  일반화된 (generalized)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곡면에서의  거리  값은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 (normalized)하고  이  값을  최종  특징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Figure 22 에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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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근사평면과 특징 계산 과정 

 

만일  전체  조각점에  대한  근사평면을  잡으면  곡면의  형상에  따라서  

근사평면과  곡면  사이에  기울기 (slope)가  발생하여  특징에서  곡면의  형

상에  의한  거리  값보다  기울기에  의한  거리  값이  더  커지게  된다 . 따라

서  전체  조각점에  대한  근사평면을  계산하는  것보다  꼭지점에  대한  근

사평면을  계산하는  것이  곡면의  특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곡면에  대한  두  가지  근사평면  사용  비교  결과를  Figure 23 에  나타내었

다 .  

 

 

Figure 23 근사평면의 계산 방식에 따른 특징 표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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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선체  외판은  이러한  근사평면과  거리  계산으로  얻게  되는  값들

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학습된  분류기  없이  이러한  특징  추출  과

정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 본  연구에  서는  81 개  점의  거리  값의  합

이  1mm 이하인  경우를  평판으로  판단하여  분류  모델  학습  시에는  제외

하였다 . 이러한  방식으로  대표  형상에  해당하는  실제  선체  외판  부재에

서  특징을  계산한  결과를  Figure 24 에  표현하였으며  각  종류별  특징의  

차이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Figure 24 곡면 종류별 대표형상의 특징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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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류 모델 

3.3.1 기계 학습 분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선체  외판을  분류하기  위하여  종류가  있는  데이터셋

(labeled dataset)을  이용한  지도  학습으로  분류기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류기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될  수  있으며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분류기

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한다 (Kotsiantis et al., 

2007). 최근의  분류  연구는  사진  인식 , 음성  인식  등  크기가  큰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 이러한  경우에는  딥러닝이  기존에  사용

되던  모델들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eCun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입력  데이터는  일반적인  사진  데이터에  비하면  크기는  

작지만  2 차원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사진  인식  문제와  비슷한  성질

을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진  인식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딥러닝  모델인  CNN 을  사용하면  높은  정확도의  분류가  가능할  것

이라  예상하였다 .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에  대하여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도  적용하여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하여  CNN 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에서는  DT(Decision tree), 

SVM(Support vector machine), KNN(k-nearest neighbor), NB(Naïve 

Bayes)가  분류  문제에  많이  사용된다 (Wu et al., 2008). 기계  학습  알고

리즘의  성능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학습과  검증을  수행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 본  논문에서는  Table 5 와  같이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에  대하여  학습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 DT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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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히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사용하였으며  SVM 중에서는  RBF(Radial basis function)을  커

널 (kernel)로  갖는  RBF SVM 알고리즘 , NB 중에서는  Gaussian NB 를  

사용하였다 . 

 

Table 5 곡면 분류에 사용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 

Category Algorithm 

Decision tree CART 

Support vector machine RBF SVM 

Nearest neighbor KNN 

Naïve Bayes Gaussian NB 

Neural network 
MLP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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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NN 분류 모델 

인공  신경망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은  MLP 와  CNN 을  사용하였다 . 

MLP 는  딥러닝  이전의  인공  신경망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순한  형

태의  구조로  단순히  연결된  여러  계층의  퍼셉트론 (perceptron)만으로  이

루어져  있다 . MLP는  구현이  간단하고  학습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진

다는  장점이  있지만  딥러닝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곡면  분류  연구인  Kim et al.(2004)에서  사용한  분류  

모델의  성능과  CNN 을  이용한  분류  모델을  비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하였다 .  

딥러닝  기반의  분류  모델은  단순하지만  종류가  적은  문제에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CNN 구조인  ReNet-5(LeCun et al., 1998)을  참고하

여  2 개의  합성곱  계층과  2 개의  완전히  연결된  계층을  갖는  구조로  설

계하였으며  Figure 25 에  나타내었다 . 이때  각  계층  사이에  작용하는  활

성  함수는  LeCun et al.(2015)와  마찬가지로  ReLU 를  사용하여  비지도  

사전  학습 (unsupervised pre-training) 없이도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마지막  계층과  출력  사이에는  softmax 함수

를  활성  함수로  사용하여  0 에서  1 사이의  값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  

입력은  앞에서  정의한  9×9 형태의  특징이며  출력은  해당  특징이  각  

곡면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률  값으로  3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다 . 

3.2 에  설명한  것처럼  평판은  특징  추출과정에서  이미  분류되었기  때문

에  여기서는  원통형 , 볼록형 , 안장형에  대한  분류만을  수행한다 .  

합성곱  계층에서는  2×2 크기의  필터를  이용하였으며  수평 (horizontal) 

방향과  수직 (vertical) 방향으로  1 의  간격 (stride)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 

입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필터와  작은  간격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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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합성곱  계층  뒤에는  제로  패딩 (zero-padding)과  최대  풀링 (max 

pooling)을  이용하여  가장자리에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 

 

 

Figure 25 곡면 분류에 사용한 CN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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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습 결과 및 평가 

3.4.1 학습 모델의 검증 및 평가 방법 

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분류기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은  미

래의  예측  정확도를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를  선택하기  위

한  중요한  단계이다 (Kohavi, 1995).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의  성능  평가

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k-fold 교차  검증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  

k-fold 교차  검증이란  데이터셋을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크기를  갖도

록  임의로  k 개의  무리 (fold)로  나눈  뒤에  그  중  1 개의  무리를  검증용으

로 , 나머지  k-1 개를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교차  검증의  한  방법이

다 . 이  때  분류기의  정확도는  위의  과정을  k 번  반복하여  에러의  평균

을  최종  검증  결과로  사용한다 (James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k 값  중  하나인  5 를  사용하는  5-fold 교차  검증을  사용

하였다 .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할  때  평가  요소 (evaluation measures)로는  재현

율 (recall), 정밀도 (precision), 정확도 (accuracy)가  흔히  사용된다

(Powers, 2011). 분류기가  특정  종류 (class)를  그  종류로  맞게  분류하는  

경우는  참  긍정 (true positive, TP), 종류를  그  종류가  아니라고  틀리게  

분류하는  경우는  거짓  부정 (false negative, FN), 종류가  아닌  것을  그  

종류라고  틀리게  분류하는  경우는  거짓  긍정 (false positive, FP), 종류가  

아닌  것을  그  종류가  아니라고  맞게  분류하는  경우는  참  부정 (true 

negative, TN)라고  부르며  이  값들을  이용한  평가요소의  계산식은  

Table 6 과  같이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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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평가 요소의 정의 

Evaluation measure Definition 

recall 
𝑇𝑃

𝑇𝑃 + 𝐹𝑁
 

precision 
𝑇𝑃

𝑇𝑃 + 𝐹𝑃
 

accuracy 
𝑇𝑃 + 𝑇𝑁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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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CNN 모델 학습 결과 

본  연구에서  모델의  학습  및  검증에  사용한  데이터는  국내  대형  조선

소에서  설계한  VLCC 4 개  호선에  대한  선수미  988 개의  선체  외판  데이

터이다 . 기존의  조선소에서는  작업자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가공  작업

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계된  외판  데이터는  곡면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선체  외판에  수

동으로  종류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 따라서  

각  선체  외판은  평면 , 원통형 , 볼록형 , 안장형  4 가지  중  하나의  종류를  

가진다 . Figure 26 은  생성된  데이터  중  임의로  선택한  데이터  140 개의  

특징을  가시화한  예시이며  다양한  형태의  특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Figure 26 학습에 사용한 140개의 선체 외판 곡면의 특징 예시 

 

딥러닝을  최소  몇  천번  이상의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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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이  수행된  정도를  평가하고  학습을  종료하는  기준으로  손실  함

수 (loss function)를  사용하며  본  연구의  CNN 모델에서는  크로스  엔트

로피 (cross entropy)를  손실함수로  사용하였다 . 인공  신경망의  학습  과정

은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

질수록  손실  함수는  최솟값에  수렴하게되고  수렴값에  충분히  가까워진  

경우에  반복을  중지한다 . 선체  외판  분류  문제에서는  50,000 번의  반복

이면  CNN 의  손실  함수가  Figure 27 와  같이  거의  수렴하였기  때문에  

50,000 번까지만  학습을  수행하였다 . 

 

 

Figure 27 CNN 모델의 50,000회 학습시 손실 함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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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계 학습 모델들의 학습 결과 비교 

이러한  방식으로  기계  학습  모델들을  학습시켰을  때의  5-fold 교차  

검증을  이용하여  얻은  각  모델의  평가  요소의  평균값 , 최솟값 , 최댓값을  

Figure 28 에  나타내었다 .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의  경우에는  재

현율 , 정밀도 , 정확도가  모두  0.8~0.9 의  범위에  있었으며  유일하게  

CNN 을  사용한  경우에만  0.95 이상의  값을  가졌다 . CNN 은  평균  0.97

의  정확도  수준으로  가장  두  번째로  정확도가  높은  MLP 보다  0.02 정

도  높았다 .  

 

Figure 28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의 검증 결과 

 

각  알고리즘별로  검증  데이터에서  실제  종류와  예측한  종류의  수를  

행렬  형태로  가시화한  것인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 결과를  Figure 

29 과  같이  나타내었다 . 혼동  행렬에서  축  요소 (diagonal element)에  해

당하는  부분은  실제  종류에  맞게  예측을  한  것으로  이  부분의  값이  높



제  3 장  가공  공정을  고려한  곡면  분류  학습  

 

58 

 

을수록  분류  모델의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 평가  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던  GNB 의  경우에는  혼동  행렬의  값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곡면의  종류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

미이다 . 가장  결과가  좋은  CNN 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값이  축  요소에  

존재하여며  극히  일부의  안장형  곡면을  볼록형으로  틀리게  분류하였다 . 

 

Figure 29 학습 알고리즘들의 검증 데이터에 대한 혼동 행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체  외판  데이터는  딥러닝  연구치고는  비교적  

적은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징의  크기를  단순화하고  상대적으로  단순

한  구조의  CNN 을  사용한  덕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갖는  분류기를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 추후에  선체  외판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면  본  연구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현장에서  사람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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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공 정보 생성 모델 학습 방안 

4.1.1 가열선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 

열간  가공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다양한  자동

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의  가공  정보  생

성  기술과  가열  장비로는  고기량  작업자보다  높은  생산성을  갖지는  않

는다고  알려져  있다 .  

현재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생산성의  한계를  야기하는  요인  중  첫번째

는  가공  전후에  부재의  변형  상태에  대한  계측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이다 . 작업자가  열간  가공을  수행할  시에는  부재의  가공  전  정

보를  눈으로  인식하고  토치로  부재를  가공한다 . 그  후  곡형을  부재에  밀

착시켜  부재가  목적  곡면에  맞게  완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반면에  자동

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주로  레이저  계측으로  부재의  형상을  획득하고  

가공  정보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공  정보를  생성한다 . 그리고  생

성된  가공  정보에  맞게  자동  가열  장치가  부재를  가공하고  작업이  완료

된  뒤에는  다시  레이저  계측을  수행하여  부재의  완성도를  평가한다 . 일

반적으로  곡가공  작업은  여러  개의  가열선으로  구성된  가열선  그룹에  

대한  가공과  계측  단계를  반복하여  최종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목적  형

상의  가공  난이도가  높을수록  가공  작업의  반복이  많아지고  자동화  시

스템의  경우에는  계측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된

다 .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실제  열간  가공  작업  현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고려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현재의  가공  정보  생성  

알고리즘은  가공  전  부재의  형상과  목적  곡면  형상간의  차이를  기반으

로  계산을  수행한다 . 하지만  실제  열간  가공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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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장비의  상태 , 열원의  높이 , 부재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 숙련된  작업자는  현장의  다양한  요소에대한  상태를  인식하고  경

험적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가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반면에  자동

화  시스템은  정해진  계산만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태에  대

한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곡가공  작업  현장에서  숙련된  작업

자에  의한  가공  작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동화  시

스템이  일정  수준까지  작업한  부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마무리  작

업을  수행한다 . 이러한  숙련자에  의한  가공  기술은  현재의  자동화  시스

템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공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술을  축적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  

작업자에  의한  가공  정보  실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획득되어  있는  작업자

의  가공  실적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는데에  집중

하였다 . 먼저  열간  가공  중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학습이  용이하

다고  판단되는  선상  가열을  대상으로  하여  가열선  정보를  학습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열간  가공  작업은  토치나  유도  가열  장치와  같은  열원으로  부재를  천

천히  가열하는  작업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가열과  작업자에  의한  수동  작업  모두  가공  실적  정보

를  축적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 딥러닝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여야  하

며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딥러닝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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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선상  가열  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 선상  가열  프로그램은  후보점  선택

(Park, et al., 2008), 가열선  방향  계산 (Shin et al., 2004), 곡면  정합

(Park et al., 2007) 등의  다양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

구뿐만  아니라  현업에  적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성하는  가열선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 가열선  프로그램은  가열  

전의  부재  정보와  목적  곡면  정보를  입력하면  가열선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가열선  정보에는  가열선을  구성하는  점들의  좌표와  각  

점에서의  열원의  속도  정보를  포함한다 . 이러한  가열선  정보는  실제  가

열  정보를  통하여  얻어지는  실적  가열선  정보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

에  선상  가열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가열선  정보에  대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면  실적  정보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

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체  외판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  부재를  생성하고  선상  가열  프로그램에  해당  부재  정보를  

입력하여  얻어지는  가열선  정보를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가열선  정보  획득  및  학습  방안에  대한  개념은  Figure 30 에  정

리하였다 .  

 

Figure 30 가열선 정보 획득 및 학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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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학습을 위한 가열선 정보 정의 

선상  가열을  수행하기  위한  가공  정보인  가열선  정보는  선체  외판  곡

면  상에  존재하는  곡선  형태의  정보이다 . 이러한  가열선  정보는  실적  가

공  정보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가공  정보  생성  모델이  출

력하는  예측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형태의  정보로  정의하여야  

학습  및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 이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가열선  

정보는  점의  좌표와  각  점에서의  열원의  속도로  구성이  되며  가열선이  

위치하는  부재의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야  가공  정보로써의  의미를  갖는

다 . 

가열선의  위치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열선의  절대  좌표

가  아닌  부재의  형상과  위치를  고려한  상대  좌표가  필요하다 . 만일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가열선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재의  놓여있는  방

향이나  위치  또는  계측  기준  좌표계가  학습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재  외부의  변수에  대한  값이  반영되지  않

고  부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만을  가열선  정보에  포함할  수  있는  형태

로  가열선  정보를  정의하였다 . 

일반적으로  선체  외판  부재는  설계  정보나  계측  정보를  이용하여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 곡면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다 . 

NURBS 곡면은  부재의  각  꼭지점에서  0 과  1 의  값을  갖는  𝑢, 𝑣 인자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곡면상의  점들은  각각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  𝑢, 𝑣 에  대응된다 (Piegl & Tiller, 1995). 

이러한  NURBS 모델링  정보를  활용하면  가열선을  구성하는  각  점의  

절대  좌표는  일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𝑢 , 𝑣  좌표로  변환이  가능하다 . 또

한  각  점에서의  열원의  속도 ( 𝑠 ) 값을  포함하면  𝑖번째  가열선의  𝑗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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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단위  가열  정보는  (𝑢𝑖𝑗, 𝑣𝑖𝑗 , 𝑠𝑖𝑗)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가열

선의  수가  𝑛 개이고  각  가열선을  구성하는  점의  수가  𝑘 개일  때의  가열

선  정보를  Figure 31 에  도식화  하였다 . 

 

Figure 31 학습을 위한 가열선 정보 정의 

 

이러한  형태의  가열선  정보를  부재  전체에  대하여  나타내면  식  (6), 

식  (7), 식  (8)과  같이  𝐔, 𝐕, 𝐒 의 3 개의  행렬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 

 

𝐔 = [

𝑢11 ⋯ 𝑢1𝑘
⋮ ⋱ ⋮

𝑢𝑛1 ⋯ 𝑢𝑛𝑘
] 

 

(6) 

𝐕 = [

𝑣11 ⋯ 𝑣1𝑘
⋮ ⋱ ⋮

𝑣𝑛1 ⋯ 𝑣𝑛𝑘
] 

 

(7) 

𝐒 = [

𝑠11 ⋯ 𝑠1𝑘
⋮ ⋱ ⋮
𝑠𝑛1 ⋯ 𝑠𝑛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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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정보를  가열선  정보로  정의하였으며  이

러한  정보  구조의  저장  및  전달을  할  수  있는  xml 파일  형식의  스키마

(schema)를  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 

 

 

Figure 32 가열선 정보의 xml 파일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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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가공 정보 단순화를 통한 가공 정보 학습 

4.1.2 에서  정의한  일반적인  형태의  가열선  정보는  획득된  가열선인지  

계산을  통해  생성한  가열선  정보인지에  관계없이  가장  정확하게  가열선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 하지만  학습  단계에서  해당  정의를  바로  사용하

기에는  복잡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 예를  들어  각각  10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10 개의  가열선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모델을  구성하면  인공  

신경망의  출력은  300 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렇게  예측해야  하는  값의  

수가  많아지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

서는  앞에서  정의한  가열선  정보를  단순화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가열선의  정보를  단순화  하기위하여  Figure 33 와  같이  각  가열선의  

평균점에  해당하는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였다 . 가열선은  곡선  형태로  이

루어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꺾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형상의  부재일수록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갖기  때문에  평균점의  위치를  

통하여  가열선의  대략적인  위치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앞에서  예시로  사용한  가열선  10 개의  경우에  출력의  

크기가  30 개로  줄어들게  되어  학습의  난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  

 

Figure 33 가열선 정보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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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틀림 (twist)이  없는  롤라인 (roll line)의  방향이  부재의  길이  방

향과  평행하거나  수직한  부재에  대해서는  𝑢 , 𝑣  좌표  중  하나의  값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열선의  정보를  더욱  단순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틀림이  없고 , 열원의  속도

가  일정한  상태를  가정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가열선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하여  점차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안된  가열선  정보  정의와  학습  방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가열선  정보에  대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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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주변형률 방향 계산을 통한 가열선의 방향 예측 

예측  단계에서는  실제  부재에  가열을  수행할  가열선  정보를  생성해야  

하며  앞에서  사용한  단순화된  형태의  가공  정보만으로는  가공을  수행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 . 따라서  예측된  가열선의  평균점의  위치와  기존에  

연구된  가열선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가열선과  같은  곡선  형태의  

가열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열선  계산은  유효  길이  계산을  통한  후보점의  결정  과정과  후보점

에서  선을  연결하는  가열선의  방향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 본  연구에서는  

후보점의  결정  과정은  학습  모델이  예측한  평균점으로  대체하고  가열선  

방향  계산  방법은  Shin et al.(2004)의  방식을  사용하여  가열선을  생성하

였다 . 

 

 

Figure 34 가열선의 진행 방향 결정(Shi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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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습을 위한 곡면 및 가열선 정보 생성 

4.2.1 곡면 정보 생성 

조선소에서  설계된  선체  외판  정보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딥러닝  모델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 

학습용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

로  하는  딥러닝  연구에서  종종  겪게  되는  문제이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적은  환경에서  딥러닝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

한  별도의  기법들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  

최근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방법은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과  같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방  기술 (Goodfellow et al, 

2014)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

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 보안  문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ark et al., 2018)나  데이터가  부족한  의료  사진 (Madani, et al., 2018) 

등의  학습에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인조적 (synthetic) 데이터를  학습

에  활용하여  적은  양의  실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보다  정

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선체  외판은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규칙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수학적인  식으로  실제와  유사한  형상을  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하

다 . 가장  좋은  정확한  방법은  NURBS 곡면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먼저  단순한  부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원통형 , 안장형 , 볼

록형  부재의  대표적인  곡면  형상에  대한  수식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 

이  때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Table 7 에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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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곡면 종류별 주요 변수 정의 

종류  원통형 (cylinder) 안장형 (saddle) 볼록형 (convex) 

변수  
r : radius κ

1
(>0), κ

2
 (<0): Gaussian 

curvature 

κ
1
(>0), κ

2
 (>0): Gaussian 

curvature 

l : length of plate, b: breadth of plate, t : thickness of plate, 

 𝜃 : rotation angle of principle curvature direction 

예시  

 
  

각각의 곡면에 대한 식은 식 (9), 식 (10), 식 (11)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식에 실제 부재와 유사한 범위의 변수를 대입하면 실제 부재와 유사한 곡면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𝐳 = −√−(𝒙𝐜𝐨𝐬𝜽 + 𝒚𝐬𝐢𝐧𝜽)𝟐 + 𝒓𝟐 + 𝒓 

 

(9) 

𝐳 = −√−(𝒙𝐜𝐨𝐬𝜽 + 𝒚𝐬𝐢𝐧𝜽)𝟐 +
𝟏

𝜿𝟏
𝟐
−√−(−𝒙𝐬𝐢𝐧𝜽 + 𝒚𝐜𝐨𝐬𝜽)𝟐 +

𝟏

𝜿𝟐
𝟐
 

+
𝟏

𝜿𝟏
+

𝟏

𝜿𝟐
 

 

(10) 

𝐳 = √−(𝒙 𝐜𝐨𝐬𝜽 + 𝒚𝐬𝐢𝐧𝜽)𝟐 +
𝟏

𝜿𝟏
𝟐
−√−(−𝒙𝐬𝐢𝐧𝜽 + 𝒚𝐜𝐨𝐬𝜽)𝟐 +

𝟏

𝜿𝟐
𝟐
 

−
𝟏

𝜿𝟏
+

𝟏

𝜿𝟐
 

𝒂𝒕 −
𝒍

𝟐
< 𝒙 <

𝒍

𝟐
, −

𝒃

𝟐
< 𝒚 <

𝒃

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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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가열선 정보 생성 

가열선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기존의  선상  가열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으며  4.1.1 에서  정의한  부재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Figure 35 와  

Figure 36 같은  가열선  계산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 가열선  정보를  계

산하기  위해서는  가열  전의  곡면  정보와  목적  곡면의  정보가  입력으로  

사용되며  선상  가열에서는  안장형  부재를  목적  곡면 , 원통형  부재를  가

열  전  곡면으로  사용한다 . 이  때  종곡에  대한  가열선에  대한  학습을  수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원통형  곡면의  반지름과  안장형  부재의  횡곡  

반지름을  같도록  곡면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 

이렇게  획득되는  가열선은  4.1.2 에서  정의한  가열선  정보  형태로  구

성되어  있으며  실적  가열선  정보와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다양한  

부재들에  대한  가열선  정보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면의  설계  변

수를  조절하여  많은  수의  부재  정보를  생성하고  이러한  부재  정보들에  

대한  가열선  정보를  생성하였다 . 이  때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안장형  곡

면과  원통형  부재의  종곡에  대한  곡량  차이가  클수록  생성되는  가열선

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 이러한  곡량과  가열선  수와의  관계는  가열선  정

보  생성시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값으로  학습  모델이  이러

한  가열선의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  모델을  구성하였다 . 

또한  가열선의  정보로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가열선의  수가  일

정하지  않아도  동일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최대  가

열선의  수를  지정하고  그것보다  개수가  적은  가열선  데이터에는  특정한  

값을  채워  넣는  패딩을  사용하여  가열선  데이터의  크기가  일정하게  하

였으며  가장  적합한  패딩  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패딩  값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4.4.2 에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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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가열선 정보 생성 예시(3차원 가시화) 

 

 

Figure 36 가열선 정보 생성 예시(2차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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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열선 학습 모델 

가열  정보  학습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가공  전  곡면 , 목

적  곡면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따라서  3 장에서  곡면  분류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곡면의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2 차원  형태로  곡

면  정보를  변환하였다 . 이  때  가열선  생성을  위해서는  곡면의  분류보다  

더  자세한  곡면의  형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곡면  분류에서  9×9 크

기의  특징을  입력으로  사용한  것과  달리  가열  정보  학습  모델의  입력은  

모델링된  곡면  정보에서  더  많은  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20×20 의  크

기를  갖도록  하였다 . 

 또한  Figure 37 와  같이  두  곡면의  곡량  차이를  통해서  실제  가열선

의  수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공량  정보도  

계산하여  입력정보로  사용하였다 . 이  때  어떠한  입력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입력  정보의  종류

를  변화시키면서  학습  결과를  비교해보았으며  이  결과는  4.4.3에  정리하

였다 . 

 

 

Figure 37 가열선 학습 모델의 입력 정보 생성 



제  4 장  가공  실적  정보  및  선상  가열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열선  학습  

 

74 

 

가열  정보  학습  모델은  곡면  분류  모델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종류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학습을  수행하였다 . 이  때  학습에는  가열선의  

수를  예측하는  모델과  가열선의  위치를  예측하는  모델로  별도의  2 개의  

학습  모델을  사용하였다 . 

일반적으로  가열선은  부재  상에  일정한  방향으로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열선의  개수와  부재의  롤라인  방향이  가열선  예측에  필

요한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가열선의  위치  예측에  RNN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모델에서  출력하는  순서  데이터의  길이를  지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가열선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가열선의  개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 가열선의  개수를  예측하는  

문제는  하나의  독립변수를  갖는  회귀분석 (regression) 문제로  볼  수  있

으며  Figure 38 와  같이  CNN 을  포함하는  단순한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

였다 . CNN 에는  곡면  분류와  비슷하게  2 개의  합성곱  계층과  2 개의  완

전히  연결된  계층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계층의  활성함수로는  ReLU 를  

사용하여  출력되는  값의  크기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가열선의  개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지에  관한  학습  결과는  

4.4.1 에  정리하였다 . 

 

 

Figure 38 가열선의 개수 예측을 위한 CNN을 이용한 회귀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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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선의  위치  정보는  여러  개의  위치  값으로  구성된  순서  데이터이

기  때문에  RNN 구조를  사용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

하였으며  설계한  모델의  구조는  Figure 39 와  같다 . 그리고  입력된  곡면  

정보가  RNN 셀에  바로  입력되지  않고  CNN 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징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CNN 구조는  가열선의  개수  학습  모델과  동일

하게  2 개의  합성곱  계층을  갖도록  하였다 . 재귀적인  구조를  갖는  부분

인  RNN 셀은  뉴런이  병렬적으로  있는  단순  셀과  LSTM 셀 , GRU 셀을  

각각  사용하였다 . 이렇게  설계한  모델의  구조가  학습에  적합한지  평가하

기  위하여  RNN 구조와  RNN을  사용하지  않은  구조 , CNN을  추가한  경

우와  추가하지  않는  경우 , RNN 셀의  종류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4.4.2 에  정리하였다 . 

 

 

Figure 39 가열선 위치 학습을 위한 RNN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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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습 결과 및 평가 

4.4.1 학습 및 검증 데이터 

가열선의 학습과 검증을 위하여 사용할 대상 부재를 4.2.1 에서 정의한 식을 이

용하여 생성하였다. 부재의 길이는 1~3m, 폭은 1~1.5m, 횡곡 반지름 2~5m, 종곡 

반지름 10~40m, 비틀림 각 0~40° 범위를 갖는 200 개의 부재를 생성하였으며 이 

중 180 개는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였고 20 개는 모델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부재 중 일부의 예시는 Figure 40와 같으며 크기와 형상이 다양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40 가열선 학습 및 검증에 사용한 부재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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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가열선의 개수 학습 결과 

앞에서  설계한  CNN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가열선의  개수에  대

한  학습을  수행하였다 . Figure 41 은  MLP 와  CNN 을  이용하여  5,000 번  

학습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 최종  제곱  오차 (mean square 

error, MSE)가  가장  작은  3 개의  합성곱  계층을  갖는  CNN 모델의  경우  

약  5 정도에  수렴하였으며  가열선의  개수  기준으로는  1.25 에  수렴하였

다 . 가열선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5 개에서  20 개  정도인  것은  고려하면  

이  정도  값은  상당히  작은  값으로  볼  수  있으며  가열선  개수에  대한  예

측을  잘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가열선의  위치에  대한  예측  

시에도  결과를  이용하여  RNN 이  출력한  결과  중  필요한  수의  가열선만

을  최종  예측  값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Figure 41 가열선 개수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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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가열선의 위치 학습 결과 

앞에서  설계한  가열선의  위치  학습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조를  변경시키며  학습의  결과를  비교하여보았다 . 학습  결과는  

반복  수와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MSE 로  나타내었으며  MSE 가  작아지

면  예측한  가열선의  위치와  실제  가열선의  위치의  차이가  작아지는  것

이기  때문에  학습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먼저  정의된  가열선  정보에  대하여  RNN 을  사용하는  구조가  적합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MLP, CNN, LSTM 을  사용하여  가열선의  위치에  대

한  학습을  수행하였다 . Figure 42 는  2,000 번의  학습을  수행한  결과이며  

3 가지  모델이  다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때  모델의  종류에  따

라  최종  MSE 값에  차이가  있었고  LSTM 을  사용한  경우가  0.03 정도

로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이  CNN 이  작았으며  MLP 는  0.5 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여기서의  MSE 는  부재를  구성하는  NURBS 상에서

의  𝑢 좌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1 은  부재의  길이에  해당하는  정도이므로  

0.5의  평균  오차는  모델이  예측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 

따라서  가열선의  위치를  학습하기에는  단순한  인공신경망인  MLP 는  적

합하지  않은  구조이며  딥러닝에  해당하는  CNN 과  RNN 구조를  사용하

여야만  가열선의  위치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가열선  데이터에  대한  적합한  패딩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4

가지  패딩  값에  대한  학습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2,000 번의  학습에  대한  

MSE 를  Figure 43 에  나타내었다 .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MSE 를  보인  

것은  패딩  값을  1 로  사용한  경우였다 . 따라서  다른  학습  결과에서도  항

상  패딩  값은  1 로  두고  학습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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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인공 신경망 구조들의 가열선 위치 학습 결과 

 

 

Figure 43 패딩 값의 변화에 대한 가열선 위치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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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N 구조  중  RNN 셀의  종류에  따른  학습  결과를  비교하였다 . RNN 

셀에는  단순  구조 , LSTM 구조 , GRU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셀  내부의  은

닉  뉴런의  수와  같은  다른  변수는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 Figure 44 는

2,000번의  학습을  수행한  결과  이며  3 가지  구조에서  수렴  속도에는  약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최종  수렴  값은  거의  동일하였다 . 따라서  가열선

의  위치  학습  문제에  대하여  RNN 셀의  종류에  따른  학습  효과의  차이

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순  RNN 구조를  사용하였다 . 

다음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인  가열선의  위치와  열원의  속도를  하나

의  RNN 구조로  학습하는  경우와  각각의  예측값을  별도의  모델을  이용

하여  예측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 별도의  RNN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열선의  좌표 (𝑢, 𝑣) , 열원의  속도 (s)를  각각  예측해야  하므로  동일한  크

기를  갖는  3 개의  RNN 을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RNN 구조를  사용한  경

우와  비교한  결과는  Figure 45 와  같다 .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오차에는  

두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별도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 번

의  학습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학습  시간이  3 배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RNN 셀을  구성하는  뉴런의  수를  비교하며  학습  결과를  비교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46 와  같다 . 뉴런의  수를  증가시켰음에도  

128개  이상부터는  최종  오차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느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RNN 에  입력되기  전의  CNN 레이어  수에  따른  학습  결과를  비교

하였다 . CNN 레이어가  없는  경우부터  3 개인  경우까지를  비교하였으며  

Figure 47 와  같이  레이어가  있는  경우가  학습  오차가  작았으며  레이어

의  수가  2 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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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RNN 셀의 종류에 대한 가열선 위치 학습 결과 

 

 

Figure 45 하나의 RNN을 사용한 경우와 별도의 RNN을 사용한 경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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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뉴런의 수에 대한 학습 결과 비교 

 

 

Figure 47 레이어의 수에 대한 학습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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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학습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 가열선의  

학습에는  목적  곡면과  가공  전  곡면의  정보가  사용된다 . 가열선  생성시

에는  목적  곡면과  가공  전  곡면의  차이에  해당하는  가공량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력  정보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먼저  입력  정보의  수를  1 개 , 2 개 , 3 개로  바꿔

가며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48 와  같다 . 입력  정보가  1 개인  경

우에는  가공량  정보만  사용하였고 , 2 개인  경우에는  가공량과  목적  곡면 , 

3 개인  경우에는  가공량 , 목적  곡면 , 가공  전  곡면을  함께  사용하였다 . 1

개의  입력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수렴  MSE 가  가장  컸으며  입력  

정보가  2 개인  경우에  가장  작은  MSE 에  수렴하였다 . 입력  정보가  2 개

인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조합을  바꿔가며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Figure 49 과  같이  3 가지  경우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가공량과  목적  곡

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작은  오차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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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입력 데이터의 수에 대한 학습 결과 비교 

 

 

Figure 49 입력 데이터의 조합에 대한 학습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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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수행한  가공  작업에서  획득되는  가열선  정보는  4.1.2 에서  

정의한  것처럼  선상  가열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정보와  같은  형식을  갖

기는  하지만  알고리즘의  결과만큼  일정하지  않고 , 정보  획득시  생기는  

오차  등에  의하여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 이러한  작업자  데이터가  

선상  가열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이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의  

임의  가열선을  생성하고 , 학습에  함께  사용하였다 . 임의  가열선은  부재  

상에서  임의의  점을  생성하고  이를  𝑢 , 𝑣  값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방식

으로  가열선과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하였으며  Figure 50 에  몇  개의  예

시를  정리하였다 . 또한  학습  데이터에  임의  가열선이  포함된  경우에  생

기는  학습  결과의  변화를  Figure 51 에  나타내었다 . 임의  가열선의  비율

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임의  가열선의  비율이  

50%인  경우에도  MSE 기준으로  0.02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  방법은  가열선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임의  가열선이  사용되더라도  상대적으

로  학습  결과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며  실제  작업자가  수행한  가열선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

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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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임의 가열선의 생성 예시 

 

 

Figure 51 임의 가열선의 비율에 따른 학습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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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스템 구현 

앞에서  설계한  곡면  분류  모델과  가공  정보  생성  모델에  대한  학습과  

모델을  이용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장의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

습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  

딥러닝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Abadi et al., 2016)와   Tensorflow 의  모델  구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Keras 를  사용하였다 . Tensorflow 를  이용하면  

그래프  형태로  심층  인공  신경망의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멀티코

어  CPU 연산과  GPU 연산과  같은  딥러닝의  핵심  적인  연산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곡면의  모델링  3 차원  모델의  연산  및  가시화

와  같은  CAD 기능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Open Cascade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부분인  GUI(graphical 

user interface)는  PyQt5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다 . 선체  외판  가공  정

보  학습  시스템은  이  외에도  Table 8 과  같은  다양한  오픈  소스  라이브

러리들을  사용하여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Python 을  사용

하였다 . 

구현된  시스템의  모습은  Figure 52 와  같으며  곡면  분류 , 가열선  정보

에  대한  학습  및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분리하였다 . 시스템에  입

력된  데이터는  표  형태로  확인하거나  3 차원으로  곡면  정보를  가시화하

여  볼  수  있다 . 모델  종류 , 반복  수 , 학습율과  같은  학습의  주요  변수는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으며  학습을  수행한  결과는  2 차원  그래프  형태로  

표시된다 . 또한  학습이  수행된  이후  새로운  부재에  대한  예측  결과는  3

차원  형태로  가시화  되어  실제  가열선의  위치와  비교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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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에 사용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용도 라이브러리 기능 

딥러닝 

Tensorflow 딥러닝 모델 설계, 학습, 예측  

Keras 딥러닝 모델 설계 

기계 학습 Scikit-learn 기계 학습, 모델 검증 

CAD Open Cascade 곡면 모델링, CAD 연산 및 가시화 

전처리 Pandas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전처리 

수치 연산 Numpy 데이터 가공, 수치 연산 

가시화 Matplotlib 그래프 가시화, 2차원 행렬 가시화 

GUI PyQt5 GUI 설계 및 구현 

 

 

Figure 52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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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된  시스템에서  가열선  학습  모델은  Table 9 에  정리된  것과  같은  

인공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였다 . 이는  4.4.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예

측  오차가  가장  작으면서  학습  파라미터의  수가  적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 먼저  입력  정보는  가공량과  목적  곡면  정보를  사용하며  2 개의  

CNN 레이어를  거친  후  단순  구조의  RNN 에  입력된다 . RNN 셀은  128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출력  형태는  최대  가열선  수 (30 개 )

에  대한  각각의  u, v 좌표와  열원의  속도로  구성된다 . 학습  파라미터는  

총  394,787개로  학습  시에는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이  파라미터들을  최

적화하게  된다 . 

 

Table 9 가열선 예측에 사용된 인공 신경망 구조 

Layer Type Output shape Number of parameter 

conv2d Conv2D (32, 20, 20) 1632  

max_pooling2d MaxPooling2D (16, 10, 20) 0 

dropout Dropout (16, 10, 20) 0 

conv2d_1 Conv2D (16, 10, 64) 32064 

max_pooling2d_1 MaxPooling2 (8, 5, 64) 0 

dropout_1 Dropout (8, 5, 64) 0 

flatten Flatten (2560) 0 

Dense Dense (128) 327808 

dropout_2 Dropout (128) 0 

repeat_vector RepeatVector (30, 128) 0 

simple_rnn SimpleRNN (30, 128) 32896 

dense_1 Dense (30, 3) 387 



제  5 장  시스템  구현  및  적용  사례  

 

91 

 

5.2 적용 사례 

구현된  시스템으로  선체  외판  부재에  대하여  모델을  학습시켰고  실제  

선체  외판  부재를  포함한  몇  가지  부재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 예측

에  사용된  대상  부재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부재들로  학습  모

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정확한  곡면  분류와  가열선  예측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대상  부재는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비틀림이  없는  부재 , 비틀림이  있는  부재 , 조선소에서  설계된  실제  부재

를  사용하였다 . 

비틀림이  없는  부재에  대한  가열선  예측  결과의  예시는 Figure 53 와  

같다 . 두  경우의  가열선의  수는  각각  6 개 , 9 개  였으며  예측한  가열선의  

수도  실제와  동일하였다 . 가열선  위치의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는  각

각  0.03 과  0.05 로  예제로  사용한  부재의  길이가  3m 인  것을  고려하면  

실측  길이로는  약  9~15cm 에  해당하는  오차를  갖는다 . 또한  목적  곡면

과  가공  전  곡면과의  차이가  클수록  가열선의  예측  오차가  커지는  경향

이  있었으며  가열선의  수가  많을수록  예측해야  하는  값의  수가  많아지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비틀림이  있는  부재에  대해서도  가열선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의

예시는  Figure 54 와  같다 . 비틀림이  있는  부재는  롤라인의  방향이  부재

의  길이  방향과  차이가  있는  형상을  가지며  가열선의  방향  또한  부재의  

폭  방향에  비해  회전되어  있다 . 이  때  가열선의  방향은  예측  가열선과  

실제  가열선  모두  동일한  선상  가열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차

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비틀림  부재에  대해서도  가열선

의  개수는  대부분  정확하게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부재에서  가열선

을  1 개  많거나  적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었다 . 가열선의  위치  예측에서

도  비틀림  없는  부재와  비교해서  오차에  크게  차이는  없었다 . 이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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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열선의  중심점을  이용하여  가열선을  

예측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비틀림이  있는  안장형  부재에  대해서도  가열

선의  학습이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 

 

 

Figure 53 비틀림 없는 부재의 가열선 예측 결과(적색: 실제, 청색: 예측) 

 

 

Figure 54 비틀림 부재의 가열선 예측 결과(적색: 실제, 청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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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형상이  다양한  10개의  임의의  부재를  예제  데이터로  선정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가열선을  예측하였으며  가열선의  수의  예측값

(𝑁𝑝), 가열선  수의  실제  값 (𝑁𝑎), 가열선  수의  오차 (𝐸𝑁), 평균  𝑢좌표의  오

차 (𝐸�̅�), 평균  𝑣좌표의  오차 (𝐸�̅�), 열원  속도의  오차 (𝐸�̅�)를  Table 10 에  정리

하였다 . 해당  부재들의  형상과  가열선을  함께  가시화한  결과는  Figure 

55 와  같으며  다양한  부재에  대해서도  학습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수행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Table 10 예제 10개 부재의 가열선 수와 위치 예측 오차 

Plate 𝑁𝑝 𝑁𝑎 𝐸𝑁 𝐸𝑢 𝐸�̅� 𝐸�̅� 

1 13 15 2 0.0213 0.0162 3.30 

2 11 13 2 0.0480 0.0150 1.50 

3 10 11 1 0.0560 0.0658 0.97 

4 7 6 1 0.0158 0.0246 2.73 

5 9 9 0 0.0494 0.0621 3.22 

6 10 12 2 0.0635 0.0492 0.62 

7 15 15 0 0.0197 0.0193 7.64 

8 8 9 1 0.0902 0.0162 2.58 

9 13 14 1 0.187 0.164 8.30 

10 7 11 4 0.229 0.00842 5.74 

Average 10.3 11.5 1.4 0.0780 0.0441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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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예제 10개 부재의 가열선 예측 결과(적색: 실제, 청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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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선체  외판의  공정  방식을  결

정하기  위한  곡면  분류와  선상  가열의  가열선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

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먼저  최신의  딥러닝  기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의  대상인  조

선소의  곡가공  공정에  딥러닝  기반의  시스템인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

습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정의하였다 . 그리고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통  기능 , 곡면  분류 , 가공  

정보  생성으로  나누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의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  

Figure 56 와  같이  시스템의  운영  방안  및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였고  다

양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또한  개발

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선체  외판  부재에  대한  학습과  예측을  수

행하였으며  목표했던  선체  외판의  곡면  분류와  가공  정보  생성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Figure 56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 운영 방안 및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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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체  외판  부재에  대한  곡면  분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먼저  3 차원  설계  정보에서  분류에  필요한  곡면의  

형상  정보를  2 차원의  특징  형태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선체  외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선체  외판의  곡면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CNN 을  기반으로  하는  

곡면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고  제안된  특징  추출  방법과  CNN 구조를  이

용하면  Figure 57 와  같이  다른  기계  학습  모델이나  기존의  곡면  분류  

방식보다  정확한  97%의  정확도로  곡면의  분류가  가능함을  실제  선체  

외판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Figure 57 선체 외판 곡면 분류 프로세스 및 학습 결과 

 

 마지막으로  가공  실적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

다 . 특히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인  선체  외판  부재와  가열선에  대하여  학

습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가열선  정보를  정의하였으며  Figure 58 와  같이  

기존의  가열  정보  생성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또한  

가열선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CNN 구조의  가열선  개수  예측  모델

과  RNN 구조의  가열선  위치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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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선의  학습을  수행하였고  NURBS 좌표  기준  평균  오차  0.03 정도의  

가열선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Figure 58 가공 정보 학습 방안 및 가공 정보 학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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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대효과 

현재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곡가공  작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실적  정보는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체  외판  가공  정보  학습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적  가열선  데이터에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고  자

동화된  선체  외판  분류  작업과  학습  모델  기반의  가열선  생성이  가능하

다 . 또한  기존  선상  가열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적  정보가  충분

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적  데

이터와  선상  가열  알고리즘으로  얻은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 이러

한  시스템은  가공  작업을  수행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할수록  모델

을  학습시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 본  연구

에서  기존에  선상  가열  알고리즘과  비슷한  결과를  내는  모델을  학습시

킨  것처럼  고기량  곡가공  작업자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최종적

으로는  고기량  작업자와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가열선을  생성하는  모델

이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  

또한  추후  가열선에  대한  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활용

하여  강화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할  계획이며  이러

한  방법을  이용하면  선상  가열  알고리즘이나  고기량  작업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가열선에서  더  개선된  가열선에  대한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100 

 

참고 문헌 

7. 참고 문헌 

[1] Ryu, C. and Shin, J. G. (2005). Optimal Approximated Unfolding 

of General Curved Shell Plates Based on Deformation Theory. 

Journal of Manufacturing Science and Engineering , 128(1), 261–

269. 

[2] Cheok, B. T. and Nee, A. Y. C. (1991). Algorithms for Nesting of 

Ship/Offshore Structural Plate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Design Engineering Division , 32(2), 221-226. 

[3] Ryu, C., Son, S., Shen, H., Kim, Y., Kim, B., Jeong, C. H., Hwang, 

I. H., and Shin, J. G. (2018). Manufacturing Information 

Calculation System for Production Automation of 3-dimensional 

Template Used to Evaluate Shell Plate Completeness .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 55(2), 136–143. 

[4] Hwang, I. H., Kim, Y. M., Lee, D. K., and Shin, J. G. (2014). 

Automation of Block Assignment Planning Using a Diagram-based 

Scenario Modeling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 6(1), 181-193. 

[5] Kang, S. S., Myung, S. H., and Han, S. H. (1999). A Design Expert 

System for Auto-routing of Ship Pipes, Journal of Ship Production , 

15(1), 1-9. 

[6] Ko, D. E., Jang, C. D., Seo, S. I., & Lee, H. W. (1999). Realtime 

Simulation of Deformation due to Line Heating for Automatic Hull 



참고  문헌  
 

 

101 

 

Forming System.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36(4), 116–127. 

[7] Shin, J. G., Ryu, C., and Nam, J. H. (2004). A Comprehensive Line-

Heating Algorithm for Automatic Formation of Curved Shell Plates. 

Journal of Ship Production , 20(2), 69–78. 

[8] Park, J., Kim, D., Hyun, C., Shin, J., and Ko, K. H. (2016). Thermal 

Forming Automation System for Curved Hull Plates in 

Shipbuilding: Analysis and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 29(3), 287–297. 

[9] Erfani, S. M., Rajasegarar, S., Karunasekera, S., & Leckie, C. 

(2016). High-dimensional and Large-scale Anomaly Detection 

Using a Linear One-class SVM with Deep Learning. Pattern 

Recognition, 58, 121–134. 

[10] Cha, Y. J., Choi, W., and Bü yü köztü rk, O. (2017). Deep 

Learning-Based Crack Damage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32(5), 361–378. 

[11] Glorot, X., Bordes, A., and Bengio, Y. (2011). Deep Sparse 

Rectifier Neur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 

315–323. 

[12] Hinton, G. E., Srivastava, N., Krizhevsky, A., Sutskever, I., 

and Salakhutdinov, R. R. (2012). Improving Neural Networks by 

Preventing Co-adaptation of Feature Detectors. ArXiv:1207.0580. 

[13] Krizhevsky, A., Sutskever, I., and Hinton, G. E. (2012). 



참고  문헌  

 

102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25, 

1097–1105. 

[14] Mnih, V., Kavukcuoglu, K., Silver, D., Graves, A., Antonoglou, 

I., Wierstra, D., and Riedmiller, M. (2013).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rXiv:1312.5602. 

[15] Silver, D., Huang, A., Maddison, C. J., Guez, A., Sifre, L., van 

den Driessche, G. et al. (2016).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Nature, 529(7587), 484–

489. 

[16] Chen, B., Wan, J., Shu, L., Li, P., Mukherjee, M., and Yin, B. 

(2018). Smart Factory of Industry 4.0: Key Technologies, 

Application Case, and Challenges. IEEE Access, 6, 6505–6519. 

[17] Wang, J., Ma, Y., Zhang, L., Gao, R. X., and Wu, D. (2018). 

Deep Learning for Smart Manufacturing: Method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s , 48, 144–156. 

[18] Cha, Y. J., Choi, W., and Bü yü köztü rk, O. (2017). Deep 

Learning-Based Crack Damage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32(5), 361–378. 

[19] Weimer, D., Scholz-Reiter, B., and Shpitalni, M. (2016). Design 

of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rchitectures for 

Automated Feature Extraction in Industrial Inspection. CIRP 

Annals, 65(1), 417–420. 

[20] Wuest, T., Weimer, D., Irgens, C., and Thoben, K.D. (2016). 



참고  문헌  
 

 

103 

 

Machine Learning in Manufacturing: Advantages, Challenges, and 

Applications. Production & Manufacturing Research , 4(1), 23–45. 

[21] Yang, P., Sasaki, K., Suzuki, K., Kase, K., Sugano, S., and 

Ogata, T. (2017). Repeatable Folding Task by Humanoid Robot 

Worker Using Deep Learning.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2), 397–403. 

[22] Ren, L., Cui, J., Sun, Y., and Cheng, X. (2017). Multi-bearing 

Remaining Useful Life Collaborative Prediction: A Deep Learning 

Approach. 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s , 43, 248–256. 

[23] Gu, S., Holly, E., Lillicrap, T., and Levine, S. (2017).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Robotic Manipulation with 

Asynchronous Off-policy Updates.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 , 3389–3396. 

[24] Cho, M. and Lee M. (2017). Deep Neural Net Machine Learning 

and Manufacturing.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26(3), 11~29. 

[25] Kwon, S. H., An, M. J., and Lee, H. C. (2018).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Process Cycle Signals Using Density-based 

Clustering and Deep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44(6), 475-482. 

[26] Noh, J. K. and Shin, J. G. (2009). An Algorithm of Curved Hull 

Plates Classification for the Curved Hull Plates Forming Proces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 46(6), 675-687. 

[27] Kim, C. S., Son, S. H., Shin, J. G., and Noh, J. K. (2014). A 

Study on Classification Algorithm of Arbitrary Polygon Curved 

Hull Plates for the Curved Hull Plates Forming. Journal of the 



참고  문헌  

 

104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 51(4), 342–348. 

[28] Kim, C., Shin, J. G., Kim, E., and Choi, Y. (2016). A Study on 

Classification Algorithm of Rectangle Curved Hull Plates for Plate 

Fabrication. Journal of Ship Production & Design , 32(3), 166–173. 

[29] Kim, S. Y., Moon, B. Y., Kim, D. E., and Shin, S. C. (2006). 

Automation of hull plates classification in ship design system 

using neural network method.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20(2), 493–504. 

[30] Besl, P. J. and Jain, R. C. (1986). Invariant Surface 

Characteristics for 3D Object Recognition in Range Images, 

Computer Vision,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 33, 33-80. 

[31] Sunil, V. B. and Pande, S. S. (2008). Automatic recognition of 

features from freeform surface CAD models. Computer-Aided 

Design, 40, 502-517. 

[32] Han, J., Kim, D., and Park J. (201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its Features of Fabrication Types in Realizing 

Double-curved Surface of Free Form Architectu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 29(12), 3-14 

[33] Shin, J. G. and Lee, J. H. (2002). Nondimensionalized 

Relationship Between Heating Conditions and Residual 

Deformations in the Line Heating Process. Journal of Ship 

Research, 46(4), 229–238. 

[34] Jang, C. D., Kim, T. H., Ko, D. E., Lamb, T., and Ha, Y. S. 

(2005). Prediction of steel plate deformation due to triangle 

heating using the inherent strain method. Journal of Marine 



참고  문헌  
 

 

105 

 

Science and Technology , 10(4), 211–216. 

[35] Shin, J. G., Lee, J. H., and Park, S. K. (1999). A numerical 

thermoplastic analysis of line heating processes for saddle-type 

shells with the application of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Journal 

of Ship Production, 15(1), 10–20. 

[36] Pinzón, C., Plazaola, C., Banfield, I., Fong, A., and Vega, A. 

(2013). Development of a neural network model to predict 

distortion during the metal forming process by line heating . Ship 

Science & Technology , 6(12), 41-49. 

[37] Son, K. J., Yang, Y. S., and Bae, K. Y. (2003). Prediction of 

Heating-line Positions for Line Heating Process by Using a Neural 

Network. Journal of Korean Welding Society , 21(4), 31-38. 

[38] Yang, Y. S., Nguyen, T. T., and Bae, K. Y. (2010). Prediction of 

Heating Line for Plate Forming in Induction Heating Proces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Journal of Korean Welding 

Society, 28(4), 1-4. 

[39] Shin, J. G. and Ryu, C. H. (2000). Nonlinear kinematic analysis 

of the deformation of plates for ship hull fabrication. Journal of 

Ship Research, 44(4), 270–277. 

[40] Park, J., Shin, J., Kim, Y., Kim, H., Cho, S., Leem, H., and Ko, 

K. (2008). Application of heating line computation model in a 

shipyard: A case study. Journal of Ship Production , 24(1), 17–24. 

[41] Kim, Y.-B., Park, J.-S., Shin, J.-G., Hyun, C.-M., & Ko, K.-H. 

(2009). The Determination of Heating Shapes and Locations for 

Triangle Heating. Journal of Manufacturing Science and 



참고  문헌  

 

106 

 

Engineering, 131(2), 021007. 

[42] Kim, S. Y. (2012). A calculation of line heating information for 

arbitary polygon hull plates .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43] Park, J., Kim, D., Mun, S., Kwon, K., Lee, J., and Ko, K. H. 

(2016). Automated thermal forming of curved plates in 

shipbuilding: system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29(10), 1128–1145. 

[44] Russell, S. J. and Norvig, P. (2009).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Prentice Hall. 

[45] LeCun, Y., Bengio, Y., and Hinton, G. (2015). Deep learning. 

Nature, 521(7553), 436–444. 

[46] Bishop, C. M. (2006).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Springer. 

[47] Bishop, C. M. (1995). Neural Network for Pattern Recogni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48] Glorot, X., Bordes, A., and Bengio, Y. (2011). Deep sparse 

rectifier neur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315–323. 

[49] Srivastava, N., Hinton, G., Krizhevsky, A., Sutskever, I., and 

Salakhutdinov, R. (2014). Dropout: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s from overfitting. 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15(1), 1929–1958. 

[50] LeCun, Y., Bottou, L., Bengio, Y., and Haffner, P. (1998).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참고  문헌  
 

 

107 

 

Proceedings of the IEEE , 86(11), 2278–2324. 

[51] Li, H., Lin, Z., Shen, X., Brandt, J., and Hua, G. (2015).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ascade for face detectio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5325–5334. 

[52] Karpathy, A., Toderici, G., Shetty, S., Leung, T., Sukthankar, 

R., and Fei-Fei, L. (2014). Large-scale video classification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 1725–1732. 

[53] Ji, S., Xu, W., Yang, M., and Yu, K. (2013).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Human Action Recogni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 35(1), 

221–231. 

[54] Graves, A., Mohamed, A., and Hinton, G. (2013). Speech 

Recognition with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s. 

ArXiv:1303.5778. 

[55] Cho, K., Van Merriënboer, B., Gulcehre, C.,  Bahdanau, D., 

Bougares, F., Schwenk, H., and Bengio, Y. (2014). Learning phrase 

representations using RNN encoder-decoder for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ArXiv:1406.1078. 

[56] Chandra, R. & Zhang, M. (2012). Cooperative coevolution of 

Elman recurrent neural networks for chaotic time series prediction. 

Neurocomputing, 86, 116–123. 

[57] Hochreiter, S. & Schmidhuber, J. (1997).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Computation, 9(8), 1735–1780. 



참고  문헌  

 

108 

 

[58] Greff, K., Srivastava, R. K., Koutník, J., Steunebrink, B. R., 

and Schmidhuber, J. (2017). LSTM: A Search Space Odyssey.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 28(10), 

2222–2232. 

[59] Chung, J., Gulcehre, C., Cho, K., and Bengio, Y. (2014). 

Empirical evaluation of gated recurrent neural networks on 

sequence modeling. ArXiv:1412.3555. 

[60] Kim, B., Son, S., Ryu, C., and Shin, J. G. (2019). Curved Hull 

Plate Classification for Determining Forming Method using Deep 

Learning, Journal of Ship Production & Desgin , DOI: 

10.5957/JSPD.04180011 

[61] Manning, J. R. (1980). Computerized Pattern Cutting: Methods 

Based on Isometric Tree. Computer-Aided Design, 12(1), 43–47. 

[62] Forbes, A. B. (1989). Least Squares Best-Fit geometric 

elements, NPL report, 140, 89. 

[63] Kotsiantis, S. B., Zaharakis, I., and Pintelas, P. (2007). 

Supervised Machine Learning: A Review of Classification 

Techniques.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in 

Computer Engineering, 160, 3-24. 

[64] Wu, X., Vipin, K., Quinlan, J. R., Ghosh, J., Qiang, Y., Hirosh i, 

M., McLachlan, G. J. et al. (2008). Top 10 Algorithms in Data 

Min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s , 14(1), 1–37. 

[65] Kohavi, R. (1995). A Study of Cross-Validation and Bootstrap 

for Accuracy Estimation and Model Selection. Appears in th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14, 1137–



참고  문헌  
 

 

109 

 

1145. 

[66] James, G., Witten, D., Hastie, T., and Tibshirani, R. (2013).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 Springer. 

[67] Powers, D. M. (2011). Evaluation: From Precision, Recall and 

F-Measure to ROC, Informedness, Markedness and Correl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 2(1), 37-63. 

[68] Park, J. S., Shin, J. G., and Ko, K. H. (2007). Geometric 

assessment for fabrication of large hull pieces in shipbuilding - 

ScienceDirect. Computer-Aided Design, 39(10), 870–881. 

[69] Piegl, L. and Tiller, W. (1995). The NURBS Book(2nd Edition) . 

Springer. 

[70] Goodfellow, I., Pouget-Abadie, J., Mirza, M., Xu, B., Warde-

Farley, D., Ozair, S.,  et al. (2014). Generative Adversarial Net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27, 2672–

2680. 

[71] Park, N., Mohammadi, M., Gorde, K., Jajodia, S., Park, H., and 

Kim, Y. (2018). Data synthesis based 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VLDB Endowment , 11(10), 1071–1083. 

[72] Madani, A., Moradi, M., Karargyris, A., and Syeda-Mahmood, 

T. (2018).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chest X-ray classification with ability of data domain 

adaptation. 2018 IEE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edical Imaging, 1038–1042. 

[73] Abadi, M., Barham, P., Chen, J., Chen, Z., Davis, A., Dean, J., 

et al. (2016). Tensorflow: A system for large-scale machine 



참고  문헌  

 

110 

 

learning. Proceedings of the 12th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 265–283 

 



111 

 

 

Abstract 

 

Development of a prediction system for shell plate forming 

informa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Byeongseop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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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d hull forming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in the 

shipbuilding production process, which is a process of making a flat plate to a 

curved plate. Most of the forming process is done manually by the skilled 

worker in the shipyard. Therefore, the time required for the process is highly 

dependent on the skill of the worker. Therefore, a lot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automate the curved hull forming, but it has not yet completely 

replaced the worker. 

Most of the research on the curved hull forming was based on structural 

analysis and experiment, rather than on the experience of skilled workers. 

However, recent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technology like deep learning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to utilize predictive models that are trained based 

on data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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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where deep learning is introduced in parts such as anomaly detection or 

image classification. In the shipyard, the deep learning technology has not yet 

been actively implemented compared to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curved hull forming process, which 

relies heavily on the experience of the worker, there is a part that can improve 

the level of automation if the worker's experience can be utilized using these 

techniques. 

In this paper, the curved surface classification and heat forming were selected 

for the main subject ,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curved hull 

forming process, and expected the greatest productivity improvement using the 

deep learning technology. Suitable deep learning technology for these two 

processes were studied to construct  predictive model.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learning model using actual data  was validated. In addition, an 

integrated system that can perform surface classification and forming 

information prediction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as a program. 

The curved hull forming process is divided into cold forming which deforms 

the plate by physical load and heat forming which deforms the plate by 

permanent deformation induced by heat. The heat forming is divided into line 

heating and triangular heating depending on the heating pattern. In this case, 

the required curved hull forming proces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curved surface constituting the shell plate, and in order to calculate the 

accurate lead time and production plan in advance, a process of classi fying the 

shell plate must be preceded. In this study, a feature extraction method with 

uniform size in the design information to apply deep learning to the polygonal 

shell plate was proposed. In addition, a model which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other studies in the surface classification was proposed and compared 

with various machine learn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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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a data set that can train heat forming information was defined, 

and a machine learning model was designed. Method for training heat forming 

information in an environment where the actual heating line information is 

insufficient is propsed using the existing line heating algorithm. Training was 

performed on the model designed in this way, and the prediction of the position 

of the heating line was also validat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automatically classify the 

shell plate with high accuracy and train the forming information by deep 

learning. If more data of shell plates and forming information can be obtained 

in the future, accuracy of the model will be improved . 

 

Keywords: Curved hull plate forming, Line heating, Surf ace classification, 

Deep learn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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