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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마트 폰 등의 대량생산 과정에서 케이스 표면의 불량을 찾아

내는 일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케

이스의 사진을 분석하여 얼룩이나 흠집 등의 불량을 검출하는 알

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카메라로 찍은 알루미늄 표면의 사진은 빛

의 방향에 따라 음영이 발생한다. 또 도금된 표면에 특정 패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량검출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네 종류의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첫째는 확률 모델 기

반의 VAD (voice activity detection) 알고리즘이다. 본 알고리즘은

주변의 잡음 신호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배경과 다른 신호를 찾

는다. 두 번째는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연산을 수행하

여 주파수 도메인의 특징(feature)을 찾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로

지스틱 회귀 분석 (logistic regression)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불량을 검

출한다. 세 번째로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얼룩 검출을 시도하였다. 세 번

째 방법의 경우는 최적의 특징까지 인공신경망이 자동으로 찾아주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 확률모델 기반의 VAD를 사용하는 방법은 최적

파라미터를 찾기가 어려우며, 반면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방법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양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 데이터가

충분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주요어 : VAD,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 신경망, 얼룩 검출

학 번 : 2014 - 2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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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도금된 알루미늄

또는 금속 재질의 케이스가 자주 사용된다. 케이스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불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케이스 생산 공정에는 많은 숫자의 인

력이 검사를 위해 동원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불량들은 옅은 얼룩에서

부터 긁힌 자국 등 다양한 패턴이 존재한다. 스마트폰 케이스 도금과정

에서 발견되는 옅은 얼룩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힘들고 흠집도 크기가 작으면 주의를 들여 관찰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

의 불량 검사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 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의 컨디션에 의해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꾸준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검

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자동화 설비에 의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폰 케이스의 표면은 단순히 매끄러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특정 패턴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일부러 거친 표면을 가지도록 한 경

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표면이 거칠다고 불량이 아니다. 또 검사 장

비가 케이스를 찍을 때 조명을 이용하여도 전체적인 빛의 양이 매 사진

마다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불량 검수 과정을 자동화 하는 알고리즘

을 구현할 때는 제품 표면의 패턴에 상관없이 다양한 크기와 밝기의 얼

룩과 흠집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빛의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그림자가 지거나 어두운 이미지에서 얼룩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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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의 표

면불량을 검출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음성탐지기 (voice activity

detector, 이하 VAD) 이다. 본 이용된 통계 모델 기반의 VAD 알고리

즘은 배경 노이즈 신호의 변화에 적응하며 갑자기 돌출되는 신호를 찾아

준다 [1][2]. 이러한 특성은 표면 불량 검출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VAD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통계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되는데 따라서

퓨리에 변환이나 DCT 등이 이용된다. 이 알고리즘을 이미지에 적용하고

결과를 관찰하였다. VAD 알고리즘은 학습이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미리 알고 있는 불량 부분을 이용하여 훈련된 분류기를 사

용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에서는 입력의 영상신호에서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이용하여 특징을 찾아내고, 분류기로 로지스틱 회

귀 분석 (logistic regression) 과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3][4].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과

정이 성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DCT를 이용해 특징 벡터를 구

하여 빛에 의한 노이즈나 제품 고유의 표면 패턴의 영향을 줄이면서 얼

룩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적절한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 선택

을 위해 윈도우 크기를 바꿔가며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본 방

법은 비교적 소량의 훈련데이터를 이용하여도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인지 분야에서 가장 최신 기술에 속하는 인공 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방법도 실험하였다. 앞서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DCT 특징 벡터를 심층

앞먹임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으로 분류하는 실험을 하였

다 [5][6]. 그리고 특징 벡터 자체까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합

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에 작게 자른 이미지

를 그대로 입력해서 학습시켜보았다 [7].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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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윈도우로 스캔하며 데이터를 생성하였는데 얼룩이나 흠집은 전

체 이미지에서 아주 적은 공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된 데이터 셋의

갯수가 심하게 비균등하게된다. 이러한 비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도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8]. 본 논문에서는 부족한 쪽의

이미지를 회전 시키는 등 개수를 증폭시켜 데이터 샘플을 늘리고 샘플링

을 더 촘촘하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춘 후 학습을 시도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시도된 세 가지의 방법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영

상과 판별된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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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불량 검출 알고리즘

제 1 절 VAD 기반 불량 검출

기본적으로 불량검출 알고리즘은 제품 표면의 밝기와 방향, 배경 노이

즈, 얼룩의 패턴 등 다양한 요소가 달라져도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이질

적인 얼룩을 찾아낼 수 있어야한다. 통계 모형 기반의 VAD (Voice

Activity Detection) 알고리즘은 원래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사람의 목

소리 등을 찾기 위해 사용되지만 노이즈에 적응하며 이질적인 신호를 찾

는다는 점에서 불량 검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실험하였다.

1. 통계 모형 기반의 VAD 알고리즘

음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통계치 중 하나는 음성 신호의 주파수 신호

일 것이다. 따라서 통계 모형 기반의 VAD 또한 음성 신호의 주파수 성

분을 사용한다. 통계 모형 기반의 VAD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1] 과

같이 크게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신호 통계 추정장치 (signal

statistic estimator)에서 입력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한다. 그 후 판

정룰 (decision rule)을 이용해 예측되는 노이즈 신호와 입력 신호의 통

계치를 기반으로 입력된 신호에서 원하는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

막으로 잡음 통계 추정장치 (noise statistic estimator)에서 노이즈 통계

치를 갱신하여 주변 노이즈의 변화에 적응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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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통계 모형 기반의 VAD 시스템 구성도

음성 신호의 주파수 성분 각각을 랜덤 변수로 가정하고 각 성분이 가

우시안 모델과 같은 확률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원하는 신호의 분포

를 예측하여 현재 입력 신호에서 원하는 신호가 섞여있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신호의 가우시안 확률 모델은 식(1)과 식(2)와 같이 표현된다.


  

 

 


 




 (1)

식(1)에서 X는 입력 신호이며 는 퓨리에 변환 후 k번째 주파수 성

분을 나타낸다. 은 음성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만 있을 때의 가

설(hypothesis)이고  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노이즈 신호의 k번째 성

분 분산을 나타낸다.


  

 

    


  




 (2)

식(2)에서 은 입력에 원하는 음성신호와 노이즈가 섞여 있을 때의

가설을 나타내며 이 때 입력 신호의 분산은 노이즈 신호의 분산에 음성

신호의 분산을 더한 값을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이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입력 신호에서 원하는 음성 신호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식(3)과 같이 입력신호에서 노이즈를 빼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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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하는 음성 신호의 분산 값을 예측한다.

   
   (3)

입력신호에서 원하는 신호의 분산 값을 예측하였으므로 식(4)의 우도

비 (likelihood) 검사법을 이용해 해당 신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판단한다.

  


 

 
 



  

 

 




log 




 (4)

식(4)의 값이 임의의 주어진 값 보다 크면  , 작으면 이 된다. 이

제 노이즈 신호를 예측할 수만 있으면 알고리즘이 완성된다. 노이즈 신

호는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Bayes rule과 식(6)의 가정을 식(5) 대입하면 최종 수식

(7)을 얻을 수 있다.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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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위의 (m)은 m번째 입력 신호 분석할 때 값을 나타낸다. 즉, m번

째에 예측된 노이즈 신호의 분산 

 
값은 현재 입력 

과 과거의

노이즈 예측값 

  
의 선형결합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값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현재 입력 신호가 원하는 음성신호를 포함하고 있는지 노

이즈만 있는 신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노이즈만 있는 경우 
  값이

작아져 노이즈가 크게 적응하게 되고 원하는 신호가 감지된 경우 
 

값이 커져서 과거의 노이즈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게

된다. 값은 얼마나 노이즈 신호의 수렴 속도를 조절하는 상수로 해석할

수 있다.

2. 표면의 불량 검출을 위한 VAD 알고리즘

VAD 알고리즘을 이미지에 적용하였다. 평범한 제품의 표면을 배경

노이즈 신호로 두고 얼룩 및 스크래치가 나오는 것을 검출한다. 이때 이

미지를 지그재그로 스캔하여 빛에 의한 제품 표면 변화는 노이즈로 업데

이트하면서 얼룩은 검출되도록 하였다.

특징 벡터로 사용할 통계 값은 슬라이딩 윈도우내 이미지를 이산 코

사인 변환(DCT)하여 얻는다. DCT 결과로 얻은 2차원 벡터는 지그재그

스캔으로 1차원으로 바꾸고 주파수 성분별로 분산을 구해야 하므로 제곱

값을 취한다. 이 때 벡터 전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절반으로 자르는데

그 이유는 고주파 (high frequency) 성분이 대부분 의미 없는 정보만 가

지고 있거나 정보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그림 2-2]와 [그림 2-3]은

이미지에서 얼룩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서 각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2]에서 log는 입력 벡터를 DCT 한

후 주파수 별 분산 값을 구하여 그린 것이다. 이때 저주파수 성분만 너

무 커서 log를 취해 보기 좋게 만들었다. log는 현재 노이즈 신호의

예측 값으로 입력이 노이즈와 비슷할수록 얼룩이 없음을 나타낸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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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제일 아래 그래프가 각 주파수 성분별 우도비를 뜻한다. 마지막 그래

프에 성분값이 크게 나올수록 얼룩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고주파수

성분도 얼룩이 있는 부분에서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으로 우도비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가까이에 존재

한다.

마지막으로 특징 벡터를 식(4)에 대입하여 값을 구할 때 




의 값

이 아주 작은 상수 를 넘지 않도록 최솟값을 설정하였다. 최솟값을 설

정하지 않으면 입력 신호를 주파수 성분별로 분석했을 때 값이 0인 것이

나타나고 0을 log 함수에 대입하면 값이 무한대의 값이 나와서 우도비

검사가 결과가 튄 값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아버린다. 실험에서는  =

0.0001 정도의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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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얼룩이 없는 깨끗한 곳의 특징 벡터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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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얼룩이 있는 곳의 특징 벡터 추출 결과

3. 실험 결과 및 분석

8x8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로 4x4 스텝씩 움직이며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테스트 이미지로는 5개의 제품 표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문턱

값 은 6으로 설정하였다. 즉, 식(4)의 값이 6이상이면 불량이 존재하는

것이고 6 이하면 불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2-4]와 [그림 2-5]는 왼쪽부터 원본 이미지, 검출된 영역만 빨

간색으로 표시된 이미지, 평균 우도비 맵에 해당하는 결과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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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VAD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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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의 결과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옅게 넓은 영역에 분

포한 얼룩은 검출이 잘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이미지의 경우 옅은 얼룩

에서 우도비 값이 살짝 커지긴 하지만 값이 작아 만약 문턱 값을 낮춰

검출되게 하면 [그림 2-5]의 아무것도 불량이 없는 샘플에서 잘못 검출

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이미지의 경우 전체적으

로 우도비 값이 올라가 문턱 값을 작게 설정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림 2-5] VAD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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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작은 이미지 별로 검출할 때마다 실제 목표 값과 비교하여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체크해 단순하게 정확도 (Accuracy)만 측정하지

않고 정밀도 (Precision)와 민감도 (Sensitivity)로 나타내었다. 각 수치의

계산식은 식 (8)대로 계산된 것이다.

 



 



 

  

(8)

앞서 지적한 대로 넓게 분포한 얼룩을 잡지 못한 만큼 거짓 음성 커

지고 그 영향으로 민감도가 낮게 나왔다. 나머지 얼룩들은 대부분 모든

이미지 블록을 다 검출했기 때문에 정밀도와 정확도가 둘 다 높게 나왔

다.

본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파라미터 조정만 필요하지 트레이닝을 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검출해야할 제품이 바뀌거나 검사 시스템 변경

으로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변수를 직접 건드려야 하지만

커다란 얼룩만 따로 검출할 수 있다면 성능은 나쁘지 않다.

참 양성 341 거짓 양성 36

참 음성 89923 거짓 음성 1114

정밀도 0.90451

민감도 0.23436

정확도 0.98742

[표 2-1] VAD를 이용한 얼룩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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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반 불량 검출

복잡한 불량검출 문제를 작은 이미지 블록 내에 불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류 (classification) 문제로 푸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에서 특징

을 잘 나타내는 특성을 찾고 이를 분류기로 분류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았

다. VAD 알고리즘을 실험하며 DCT 특성을 관찰한 결과 얼룩에 해당하

는 이미지 블록의 DCT는 고주파수 성분의 몇몇 값들이 주변에 비해 커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불량 블록을 이용하여 훈련을 할 수 있

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방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 서포트 벡터머쉰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1. 로지스틱 회귀분석 알고리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 적용 가능한

회귀 모델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문제를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얼

룩이 존재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기본적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

로 충분하다. 식은 입력 변수를 선형 결합 한 후 로지스틱 함수에 대입

하면 된다. 여기서 로지스틱 함수는 ∞ ∞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0,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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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로지스틱 함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 (9)

로지스틱 회귀의 계수는 최대우도 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으로 찾을 수 있다. 우도 함수로 나타내고 로그를 취한 후 그 함수를 경

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으로 최적화 하면 원하는 계수를 찾을 수 있

다 [9].

2.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 결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류하기 위해 특징 벡터로는 VA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CT를 사용하였다. 밝기 정보만 포함하는 히스토그

램 같은 것에 비해 다양한 패턴의 제품 표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 이 때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특징 벡터의 길이도

많이 달라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성능도 달라진다. [표 2]는 슬라이

딩 윈도우의 크기를 바꿔가며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로지스틱 회귀로 학

습시켜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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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크기 8 x 8 16 x 16 24 x 24

특징 벡터 길이 32 128 288

Precision 0.78 0.73864 0.7562

Sensitivity 0.33766 0.56424 0.57547

Accuracy 0.98851 0.98361 0.98001

[표 2-2] 윈도우 크기에 따라 변하는 분류기의 성능

수치상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감도(Sensitivity) 부분에서 나타났다. 윈

도우 크기가 8x8 일 때는 0.33766으로 낮은데 16x16 이상부터는 0.5를

넘어가는 수치를 보였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윈도우가 너무 작

으면 옅고 큰 얼룩 같은 경우 특징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알

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이미지를 보면 더 확실하다.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윈도우 크기가 작을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옅은 얼룩이 검출

되지 않다가 윈도우 크기가 커지면 검출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8x8 윈도우 (b) 16x16 윈도우 © 24x24 윈도우

[그림 2-7] 윈도우 크기 변화에 따라 검출되는 영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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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분석

로지스틱 회귀의 성능은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크게 변하였다. 윈도우

크기는 16x16 이상을 선택해야 옅은 얼룩까지 제대로 검출되는 것을 확

인 하였기에 28x28 사이즈의 윈도우를 사용하였다. DCT 특징 벡터는

지그재그 스캔 후 256개의 주파수 성분만 사용하였다. 모든 벡터를 사용

하는 것에 비해 성능 저하 없이 학습 속도를 많이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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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과 [그림 2-9]은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으로 얼룩 찾기를

실행한 후 결과를 정리한 이미지로 왼쪽부터 원본, 검출된 영역 체크된

이미지, 해당영역에 얼룩이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값을 이미지화 한 것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

[그림 2-8]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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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2

참 양성 150 거짓 양성 46

참 음성 6812 거짓 음성 77

정밀도 0.76531

민감도 0.66079

정확도 0.98264

[표 2-3]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얼룩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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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을 보면 민감도가 0.66079로 VAD를 이용했을 때의 값

0.23436 보다 많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민감도가 이렇게 향상된 것은

[그림 2-7]의 가장 아랫줄 이미지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오른쪽 위의 옅

고 넓은 얼룩에서도 상당수 대부분 검출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밀도

가 다소 떨어진 것은 [그림 2-7]의 첫 번째 이미지 아래쪽에서 이미지가

급격하게 어두워져 해당 위치에서 거짓 양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표면의

경사에 의해 급격하게 그림자가 지는 경우 작은 이미지 블록 하나만으로

는 얼룩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표면의 경사에

따라 조명을 주는 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21 -

제 3 절 SVM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량 검출

이상적인 불량검출 알고리즘은 빛의 양과 방향, 제품 표면의 배경 노

이즈, 얼룩의 패턴 등 다양한 요소가 달라져도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이

질적인 얼룩을 찾아낼 수 있어야한다.

1. SVM 알고리즘

주어진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사이에서 둘을 나누는 경계면이면서

동시에 가까운 데이터와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는 하는 경계면을 찾는 알

고리즘이다.

[그림 2-10] 데이터를 나누는 경계

면을 찾는 SVM 알고리즘

경계면은 식(10) 과 같이 표현된다. 이 식에 어느 정도 오차를 인정하

기 위해 소프트 마진 을 넣고 듀얼 형태로 나타낸 것이 식(11) 이다.

식 (11)을 최적화하는 변수  벡터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  if   

∙≺  i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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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f or≤ ≤

(11)

2. 데이터 불균형

SVM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불균형하게 치우쳐 있을 경우 제대로 학

습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데

이터를 샘플링 할 경우 필연적으로 얼룩인 경우에 비해 배경인 경우가

월등히 많아지고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룩인 이미지 샘플을 여러 방향으로 회전 시켜 늘리고 얼룩 근처에서

조밀하게 샘플링 하는 방식을 취해 데이터 개수를 맞췄다. [표 2-4]에서

윈도우 크기가 8x8일 때와 24x24일 때 데이터 불균형인 경우와 균형이

맞춰진 데이터 셋을 학습시키는 경우 결과를 측정하였다. 불균형일 때

8x8 결과가 모두 x인 이유는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해 항상 0인 결과만

나오는 쪽으로 수렴해버렸기 때문에 결과 값에 의미가 없어져서이다.

불균형 균형

윈도우 크기 8 x 8 24 x 24 8 x 8 24 x 24

특징 벡터 길이 32 256 32 256

Precision x 0.77544 0.10976 0.1888

Sensitivity x 0.59091 0.71789 0.94652

Accuracy x 0.97764 0.90744 0.8412

[표 2-4] 데이터 셋의 불균형과 윈도우 크기에 따른 SVM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

3.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2-4]에서 정밀도와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데이터 셋이 불균형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균형이 맞춰진 데이터 셋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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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x24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는 민감도가 0.94652로 거짓 양성

이 많다는 점만 빼면 가장 얼룩을 잘 찾지만 거짓 양성이 너무 많아 문

제가 된다. [그림 2-11]과 [그림 2-12]은 왼쪽부터 원본, 불균형일 때

24x24 SVM 결과 이미지, 균형일 때 24x24 SVM 결과 이미지 순서로

SVM 적용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통은 균형을 이룬 데이터 셋이 더

잘 학습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적은 데이터 셋 내에서 중복

도 높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복제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2-11] SVM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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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SVM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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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경망 알고리즘 기반 불량 검출

이상적인 불량검출 알고리즘은 빛의 양과 방향, 제품 표면의 배경 노

이즈, 얼룩의 패턴 등 다양한 요소가 달라져도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이

질적인 얼룩을 찾아낼 수 있어야한다.

1. 신경망 알고리즘

사람이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수많은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 세포의 다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인

공신경망 모델이 음성 인식, 영상 인식 등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되고 있

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작은 인공

뉴런 모델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그림 2-13] 퍼셉트론 모델

퍼셉트론의 기본적인 연산은 아래의 식(12)와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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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곱해지는 계수이고 는 입력, 는 바이어스 값을 뜻하고 마지

막으로 는 활성화 함수라고 하여 출력 값을 활성 또는 비활성화 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로지스틱 함수와 같은 형태를 지니며

따라서 입력 값을 0부터 1사이의 확률 값으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0 이하의 값만 0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정류

된 선형 유닛 함수 (rectified linear unit)가 학습 시킬 때 특성이 좋아

많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도 위 두 개의 활성함수를 이용해 신경망 네

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림 2-14] 시그모이드 함수와 정류된 선형 유닛 함수 모델

이러한 퍼셉트론을 병렬로 묶어 하나의 뉴런 층을 구성하고 여러 층

을 쌓아 연결하면 다양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

력과 출력이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다층전방향신경망(deep

feedforward neural network)과 영상 인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합성

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해 얼룩을 검출한다.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크게 비 감독학습과 감독학습이 존재한

다. 비 감독학습은 입력 데이터에서 스스로 특징을 추출해 학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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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감독학습에는 입력 값과 목표 값이 둘 다 필요하다. 비 감독학습의

대표적인 예로 RBM (resitrict Boltzman machine)구조의 사전학습이 있

다 [10].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습 방법은 감독학습으로 목표 값이 주어진

경우나 목표 값을 예측 가능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감독 학습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신경망에 입력 값을 넣고 각 층의 연산을 수행하여 최종 출력

값을 구한다.


  

  

  


 

 
 (13)


 

  (14)


 

 (15)

i는 몇 번째 층인지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j는 층 내에서 몇 번째 퍼셉

트론인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가중치 변수 
 의 경우 이전 층의 k번

째 퍼셉트론에서 i 번째 층의 j번째 퍼셉트론으로 연결되는 가중치를 뜻

한다. 즉, 
는 i 번째 층에서 j 번째 퍼셉트론의 입력에 대한 내적 값이

고 식 (z2)에서 활성화 함수 f를 거친 후 i 번째 층의 출력 값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 층인 출력 층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여 각 목표 값에

대한 확률이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분류기로 신경망을 구성할 때

출력 층에 소프트맥스가 많이 사용된다.

단계 2. 미리 구해진 목표 값과 출력 값을 비교하여 오차 값을 계산하

고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algorithm)을 적용한다 [11].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 층에서 구해진 오차 값을 이용해 신경

망 전체의 은닉 층에서 오차 값을 전파하고 가중치를 개선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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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  (16)

다음 층의 오차 값을 가중치를 곱해 더하여 전파되는 오차 값을 구한

다. 가중치는 보통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번 전파를 반복

하다보면 오차 값이 거의 전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계 3.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17)

역전파로 구해진 오차 값을 경사 하강법에 적용하면 새로운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 는 학습 비율 (learning rate)을 뜻하는 변수이다. 
는

에러 함수 E를 
로 미분한 값이므로 

 값을 역전파로 구하면 





값

을 체인룰로 구할 수 있다.

2.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불량 검출

앞서 시도했던 방법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SVM 과 같이 깊은

신경망을 분류기로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실험을 위해 퍼셉트론

512개를 가지는 은닉층 3개를 [그림 2-14]와 같이 연결하여 심층 신경망

을 구성하였다. 입력으로는 8x8 이미지를 DCT 한 후 저주파수대역의

32개 성분만 자른 특징 벡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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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실험에 사용한 심층 앞먹임 신경망 구조

참 양성 226 거짓 양성 58

참 음성 89970 거짓 음성 1160

정밀도 0.79577

민감도 0.16306

정확도 0.98668

[표 2-5]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얼룩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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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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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불량 검출

지금까지의 알고리즘이 적절한 특징 벡터를 생성해 주는 것이 중요했

다. 반면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에서 스스로 특징 벡터를 학습하는 능

력이 뛰어나므로 입력으로 이미지를 바로 넣는 방식으로 [그림 2-17]과

같이 구성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을 불균형한 데이터 셋을 그대로 사용해 학습시킬 경우

0만 내보내도록 학습되어 버려 SVM 알고리즘을 시도할 때 사용했던 데

이터의 갯수 늘리기를 적용하였다. 얼룩이 있는 이미지는 회전 등의 처

리를 통해 늘리고 얼룩 근처에서 샘플링 간격을 좁혀 더 많은 얼룩 샘플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림 2-17]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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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양성 37 거짓 양성 37

참 음성 5052 거짓 음성 191

정밀도 0.69421

민감도 0.30545

정확도 0.95749

[표 2-6]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얼룩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그림 2-18]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얼룩 검사 적용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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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금된 제품의 표면에서 얼룩 혹은 흠집 같은 불량을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첫 번째로 VAD 기반의 불량

검출 알고리즘은 옅고 넓게 퍼진 얼룩 외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검

출하였다. 넓게 퍼진 얼룩을 검출하기 위한 별도의 알고리즘을 같이 사

용하면 성능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단, 학습하는 과정이 없는 만큼 이미

지를 검사할 때 처음 노이즈 성분을 초기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과 제품 등 환경이 변할 때 몇몇 변수 값을 직접 수정해야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소량의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SVM

을 시도해볼 수 있다. VAD와 달리 넓게 퍼진 얼룩도 잘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VM의 경우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학습이 불안정해서 데이터가 매우 소량일 때는 사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신경망의 경우 심층 신경망과 합성곱 신경망 모두 민감

도가 낮아 실전에서 쓰긴 힘든 성능을 보였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

할 필요가 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법으로 학습시킨 모델이 빛에 의한 밝기 변화, 강

한 흠집에서부터 옅은 얼룩까지 가장 잘 검출하였다. 훈련용 데이터가

소량밖에 없고 중복이 심하다는 조건 때문에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 보다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테

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는 놓친 얼룩 없이 대부분을 검출해냈지만 로지스

틱 회귀를 이용한 방법도 민감도가 0.66정도라 놓치는 얼룩이 나올 수 있

고 실전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불균

형이 심하고 적은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신경망이 학습이 잘 되도록 연

구가 선행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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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ratch Detection on Metal or

Aluminum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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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tch detection on aluminum or metal surface is difficult

because there are large variations in the size and shape. In addition,

camera images for the detection often contain shadow or have

irregular brightness at the corner or curbed surfaces. Frequently, the

background images have regular or irregular patterns. In this paper,

several scratch detection algorithms are developed for the application

to smart-phone case test. Three algorithms are implemented and

compare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a statistical model-based

algorithm is applied to find the scratches. The algorithm continuously

adapts to the background so that it can find scratches despite of the

brightness change in test images. Second, linear classifiers including

logistic regression and SVM (support vector machine) are

implemented. Feature vectors are generated by conducting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on the input image. Lastly, a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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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s used, and the input image is

directly applied for feature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Experiments

are conducted on 23 images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using the

performance measures of precision, recall and accuracy. Th major

difference appeared in the recall performance, and th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e best results with a recall value of 0.66079.

The CNN seems to demand an increased number of training data for

obtaining good performances.

keywords : Logistic regression, SVM, Artificial neural network,

Scratch detection

Student Number : 2014 - 2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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