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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및 이미지 상의 사물을 CNN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통해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과 

함께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고, CNN을 활용한 

표면 품질 검사가 확산되고 있다. CNN을 통한 이미지 인식 분야는 높은 

인식률과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전제로 하며 

기존 모델을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비전(Vision)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산업현장은 결함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는 딥러닝 기술을 산업현장에 시도하기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표면 결함이 불규칙적인 위치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패턴이 있는 제품의 표면에 

발생하는 비정형 결함의 경우 결함을 특징으로 추출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가전 표면 소재용 필름의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딥러닝 기반의 비정형 결함 검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데이터 부족 문제는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결함 이미지를 

합성하고, 데이터 증량(Data Augmentation)을 통해 학습 데이터셋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탐률(False Negative Rate)을 최소화하고 

정확도(Accuracy)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품 

본연의 디자인 상부에 발생된 비정형 결함을 특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아키텍처의 

성능을 비교 검증한 결과 Faster R-CNN에 ResNet-101을 Feature 

Extractor로 적용한 아키텍처가 단일 모델로는 가장 높은 정확도와 1% 

미만의 미탐률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각 아키텍처를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객체 검출의 3개 모델에 앙상블(Ensemble) 학습 기법을 적용한 

결과, 정확도 99.6%로 최상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딥러닝; 데이터 증량; 합성곱 신경망; 객체 검출; 앙상블 

학   번 : 2018-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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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１ 장 서  론 

 

 

제조업의 품질 관리는 단순히 제품 자체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넘어서서 제품 개발부터 판매 후 고객 관리까지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업에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제조 

공정 중에 제품의 품질은 제조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불량 발생 

시 원재료를 포함하여 모든 내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외부적으로는 

높은 품질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위를 영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디자인, 외관과 관련된 품질은 더욱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제조공장에서 표면 품질 검사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외관 전문가들이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반복적인 업무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검사 효율이 저하 

되고 인적 오류(Human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각 담당자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반복 재현성 검증(Gage R&R)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경우 산업 전반의 재정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표면 결함 검출 자동화에 대한 시급성이 제조업에 확대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특히 이미지 검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CNN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모델의 발전으로 ImageNet Challenge 에서 사람이 인지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정확도의 성능을 달성하였다 [1]. 하지만 이러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첫번째, 모델을 학습하여 고차원의 추상화를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얻어지는 이미지 데이터는 학습을 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두번째, 각 제품별 외관 특성에 따라 특징을 

추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CNN의 학습 과정은 많은 양의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해낸다. 단순한 배경 위에 있는 결함은 쉽게 추출해 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리석 디자인 위에 발생된 스크래치와 같이 복잡한 

배경 위의 미세한 결함은 특징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노이즈도 결함 추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지에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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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장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증량(Data Augmentation) 방법이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학 분야를 예로 들 수 있다. 개인 정보 및 비싼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의료 영상 분야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확대, 축소, 회전, 대칭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AN (생산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이용한 합성을 통해 

데이터를 증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원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며 동일한 맥락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증량하여 학습시킴으로써, 적은 양의 원본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성능보다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다. 

 

이미지 데이터를 CNN에 학습시키는 기술은 처음부터 해당 목표 

데이터셋으로 CNN 전체를 학습시키는 방법(CNN from Scratch)과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과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모델(Pre-trained Model)의 일부를 가져와서 재사용하는 전이 학습 

(Transfer Learning)이 있다. CNN이 다른 알고리즘 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전체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데이터 양이 

부족할 경우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기가 힘들다. 반대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처음부터 학습 시킨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이 학습은 사전 학습된 

가중치(Weight)를 이용하며 적은 양의 데이터로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3]. 전이 학습의 보편적인 방법은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값으로 동결(Freezing)하고 목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 역시 목표 데이터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사전 학습된 모델의 데이터셋은 ImageNet 또는 

COCO (Common Objects in Context) 등의 자연물과 공공 객체를 원본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보편적인 방법의 전이 학습으로 높은 성능을 얻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세번째 방법은, 목표 데이터셋에서 분류해 내고자 하는 

물체의 위치정보를 함께 학습하여 분류(Classification)하고 물체가 어디 

있는지 경계 상자(Bounding Box)를 통해 위치정보(Localization)를 

함께 나타내는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이 있다 [4]. 객체 검출은 

CCTV,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고정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산업현장에 

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 특히, 표면 품질의 결함을 추출해 내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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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분류해야 하는 결함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객체 검출 역시 물체의 분류 

레이블(Label)과 위치정보를 사전 학습된 모델에 적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데이터셋에 맞추어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산업용 필름 중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의 표면 소재로 사용되는 필름에 발생하는 비정형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표면 검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부족한 학습 

데이터를 증량하고 목표 데이터셋에 맞는 최적 모델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1절에서는 연구 동기와 2절에서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본 연구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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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１ 절 연구 동기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CNN을 통해 이미지 및 영상을 처리하고 

인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CCTV,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물체 인식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구축과 함께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현장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생산 제품의 특징에 따라 

여전히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분야가 있다. 특히, 원단이나 산업용 

필름과 같이 연속적인 롤(Roll) 단위로 생산하는 필름 제품의 표면 

검사가 대표적이다. 투명한 필름을 기재로 하거나 표면에 디자인이 적은 

단순한 제품은 X-ray를 이용한 이물 검사기를 적용할 수 있지만, 

표면에 디자인이 많거나 필름 내에 층(Layer)이 많고 다양할 수록 표면 

검사를 자동화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표면의 비정형 결함은 

불규칙적인 위치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제품과 공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표면 품질 검사의 자동화 구축을 시도하기 

어려워 전문 인력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하는 제품 구조에 맞는 최적의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CNN을 통한 이미지 인식 분야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높은 인식률과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모델의 높은 

성능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표면 품질 자동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산업현장은 제품 표면을 스캐닝(Scanning)하는 

비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결함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렇게 때문에 데이터 부족 문제가 표면 품질 

관리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시도하기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증량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시도되고 있다. 원본 데이터가 가진 원래의 특징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의 양을 증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원본 이미지 데이터에서 결함 부분을 추출한 

후 결함이 없는 제품 이미지에 합성하여 1차적인 증량을 진행한 후 

회전(Rotate), 반전(Flip), 노이즈(Noise)를 추가하여 데이터 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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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증량 이후에도 원본 데이터의 수량에 따라서 

성능을 목표 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데이터 양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시스템 자원으로 학습하려면 학습시간 증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전이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하지만 비정형 결함은 불규칙적인 위치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특정 디자인 패턴이 있는 제품의 표면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전이 학습 모델로는 결함을 특징으로 추출하기 어렵다. 결함이 아닌 

특정 디자인을 특징으로 학습하거나 미세한 비정형 결함을 특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객체 검출이다. 이 방법은 인식하고자 하는 

결함의 종류와 정확한 위치의 학습을 통해 검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전제품의 표면 소재용으로 사용되는 필름의 표면 

결함 이미지를 앞서 설명한 데이터 증량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키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최신의 CNN 기술 중 해당 

제품에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딥러닝 기반 표면 품질 검사의 적용을 검토하는 많은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부족과 한정된 시스템 자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산업현장에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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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２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현장에서 딥러닝 기반의 비정형 

결함 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맞춤형의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여 비정형 결함 검출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가전 제품 표면 

소재용 필름의 결함 이미지를 원본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설계하였다. 결함 이미지 데이터셋은 유출 불량 유형 중 발생 빈도 

기준으로 상위 90%를 차지하는 다음 3가지 유형의 결함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Dent (표면 눌림 및 이물) 

 Line (표면 Scratch 및 이물 혼입) 

 Print Defect (인쇄 불량)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목적함수는 검출 정확도를 

최대화 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기존의 전문 인력으로 육안 검사를 

진행했던 공정 수율 대비 검출력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검출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설정한다. 두번째는 유출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탐률(False Negative Rate)을 1% 미만으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함 이미지 데이터 부족 문제  

 다양한 패턴 디자인이 있는 제품 표면의 결함 특징 추출 

 미탐(False Negative)과 오탐(False Positive) Trade-off 

관계에 따른 정확도 최적화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검출 속도 

 

첫 번째 문제는 필름 생산 공정 시 표면을 스캐닝 할 수 있는 비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생산 현장에서 딥러닝 시스템을 검토할 때 겪는 

가장 큰 병목현상(Bottleneck)이다. 이러할 경우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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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여 이미지화 하거나 유출 불량 발생 시 입수하게 되는 고객 VOC 

(Voice of Customer) 리포트의 사진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올바른 입력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형광등 불빛이나 

결함을 표시한 마킹(Marking) 등이 전혀 없는 사진이어야 한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에 투입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의 수량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증량(Data 

Augmentation)을 진행해야 한다. 형광등 불빛이나 마킹 등 불필요한 

노이즈가 전혀 없는 원본 데이터를 확보 후 결함 부분만 추출해 내어 

결함 없는 이미지와 합성을 진행하였다. 합성된 두개의 이미지의 경계가 

없도록 포아송 이미지 편집(Poisson Image Editing) 기술을 적용하여 

합성 경계가 없는 이미지(Seamless Image)를 만들어 1차적으로 증량 

하였고 [6] [7], 이후 해당 데이터셋을 회전, 반전, 노이즈를 추가하여 

최종 데이터 증량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산업용 필름 중 표면 소재용으로 사용되는 필름의 

경우 모두 발생될 것이라 예측된다. 표면 소재용 필름은 다양한 디자인 

구현이 필요하고 고객사에 따라 맞춤형 패턴 디자인이 구현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표면에 생긴 결함을 CNN으로 특징을 추출(Feature 

Extraction)하는 과정이 더욱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출해야 할 

결함의 종류와 위치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객체 검출을 진행하였고, 

해당 제품에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아키텍처를 검증하여 

설계하였다. 

 

세번째, 미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검사 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오탐이 필수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오탐이 많이 

나오게 되면 내부 손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탐을 목표에 맞게 

최소한으로 줄이며 오탐도 줄일 수 있는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객체 

검출의 각 모델 별 작용 알고리즘에 따라서 미탐 또는 오탐이 더 많이 

나오는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의 결과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앙상블(Ensemble)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최적화하는 모델을 구현한다.  

 

네번째, 성능에 최적화된 모델의 검출 속도가 느리다면 산업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실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능과 속도 간의 Trade-off 관계를 테스트 진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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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GPU 환경하에 딥러닝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실험에는 NVIDIA사(社)의 GeForce 

2080Ti GPU를 사용하고, 시스템 운영체제로는 Ubuntu 16.04를 

탑재하였다. 딥러닝 기반의 표면 품질 검사를 위해 다양한 모델을 

실험한 결과, 현재 육안 검사 대비 수율을 개선할 수 있었고 목표한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능과 검출 속도의 

최적화를 통해서도 현재보다 높은 수율과 성능에 개선된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실용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３ 절 연구 보고서 구성 

 

 

본 연구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과 연구 동향을 살펴 본 후, 3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한다. 4장에서는 앞서 

기술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구현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의 실용성과 효용성을 보여준다. 마지막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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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２ 장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 보고서의 바탕이 되는 배경 지식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 1절에서 딥러닝과 합성곱 신경망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다양한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 본 

후, 본 연구의 모델 설계에 적용된 객체 검출에 대해 3절에서 설명하고 

관련된 연구 흐름을 소개한다. 4절에서 본 연구의 최상의 정확도를 내기 

위해 적용된 앙상블 학습 기법에 대해 설명한 후 마지막 절에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성 방법인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을 

소개한다.  

 

 

 

제 １ 절 딥러닝과 합성곱 신경망 

 

 

신경망 층을 깊게 쌓아서 학습을 수행하는 딥러닝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Big Data)와 GPU 성능의 발전에 따른 연산량 증가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다. 딥러닝의 동작 방식을 이해 하기 위해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를 알아본다. 이 네트워크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 층(Input Layer), 최종 결과값을 예측하는 

출력 층(Output Layer), 입력 층과 출력 층 사이에서 다양한 깊이의 

층을 쌓아 특징을 추출해 내는 은닉 층(Hidden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과정은 입력 데이터를 입력 층과 은닉 

층으로 순전파(Feedfoward)를 하여 최종 출력 층에서 예측한 출력 

값과 입력된 데이터의 목표 레이블과 차이를 나타내는 비용 함수(Cost 

Function)를 구한다. 비용 함수의 차이(Gradient)를 

역전파(Backpropagation)하여 모든 층(Layer)의 가중치(Weight)를 

점차적으로 갱신(Updat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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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영상과 이미지에 적용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이다. 입력층으로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게 되면 크기가 작은 

필터(Filter)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합성 

곱(Convolution)을 수행한다. 하나의 필터는 그 크기만큼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가중치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필터는 [그림 ２-1]과 같이 입력 이미지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횡과 종으로 이동하며 합성곱과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 연산을 수행하여 특징을 추출한 뒤, Feature Map을 출력한다. 

이러한 연산 방식이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이미지에 

대한 합성곱(Convolution) 연산과 유사하여 이러한 구조의 심층 

신경망을 CNN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모든 네트워크에 학습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에 

제약이 따르고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성능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딥러닝 학습 

기법인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이 적용된다. 전이 학습 이란 

사전 학습된(Pre-trained)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학습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다. [그림 ２-2]는 전이 학습의 방법과 

구조를 나타낸다. 사전 학습 모델을 특징을 추출하는(Feature Extractor) 

용도로 사용하고 추출한 특징으로 다른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다. 새로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사전 학습된 전체 모델에 대해서 

 

[그림 ２-1] CNN의 학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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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파 세부 조정(Fine-tune)을 진행하지만,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최종 분류기(Classification Layer)만 학습 시킨다. 이 방법은 원래의 

사전 학습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유지하면서 분류기의 

가중치만 새로운 학습 데이터에 맞게 갱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본 데이터와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유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CNN 모델을 처음부터 설계하여 모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 대비 연산량이 줄어 들어 학습 시간을 단축, 컴퓨팅 자원 효율화가 

가능하며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와 새로운 

학습 데이터의 유사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사전 학습 된 모델의 

네트워크를 세부조정(Fine-tune)이 필요하며 앞쪽 층일수록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뒤쪽 층을 

추가학습하여 재조정한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많아야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제 ２ 절 CNN 아키텍처 

 

 

CNN의 주요한 아키텍처들은 딥러닝 보급에 큰 기여를 한 

ImageNet Challenge에서 우승한 모델들이다. 2012년에 최초의 딥러닝 

 

 

 

[그림 ２-2] 전이 학습의 방법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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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우승 아키텍처인 AlexNet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인간의 분류 

오차인 5%보다 낮은 ResNet이 등장하였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 보고

서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Inception Module이 적용된 GoogLeNet과 

Residual Block이 적용된 ResNet을 설명한다. 

 

２.２.１ GoogLeNet  

 

2012년의 AlexNet 이후 층을 깊게 쌓아서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

가 계속되었고 2014년에는 19개층의 VGG와 22개층의 GoogLeNet [8]

이 개발되었고 GoogLeNet이 6.7%의 Top-5 Error로 우승하였다. 

GoogLeNet은 하나의 층에서 다양한 종류의 필터와 풀링(Pooling)을 

병렬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깊이 층을 쌓았으며 이를 Inception 

Module이라고 명명하였다. Network안에 Network를 쌓았으며 해당 

Module의 구조는 [그림 ２-3]와 같다.  

 

 

 

 

병렬적으로 1x1, 3x3, 5x5 라는 다양한 사이즈의 필터와 풀링을 진

행한 후 각 필터를 쌓는 형식(Filter Concatenation)을 취하는데, 해당 

층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계산(Compu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x1 

사이즈의 Bottleneck 층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파라미터(Parameter)의 

수를 줄이기 위해 FC (Fully Connected) 층의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AlexNet 대비 파라미터 수를 12배 적게 개선하였다. 또한 층이 깊어질 

때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층에

[그림 ２-3] Inception Modu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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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역전파를 수행하여 가중치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2등을 차지한 VGG는 GoogLeNet 대비 파라미터 수가 

더 많고 VGG-19의 연산량이 약 3배 가량 많지만 구조가 단순한 장점

을 가진 반면 GoogLeNet은 복잡한 구조를 가져 네트워크를 변경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하며 연산량을 감소하기 

위해 Inception-v2와 Inception-v3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9]. 첫번째, VGG의 3x3 필터를 인수분해(Factorizing Convolution) 개

념으로 적용하였다. 기존의 GoogLeNet 앞의 줄기 네트워크(Stem 

Network)의 7x7 필터와 Inception Module 안의 5x5 필터를 각각 

3x3 필터로 변경하여 연산량을 절감하며 층을 깊게 쌓았다. 두번째는 

비대칭적(Asymmetric)으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다. 3x3 필터를 1x3 

또는 3x1 로 분해하여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며 연산량을 절감하였다. 

세번째는 Feature Map이 가진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해상도(Grid Size)를 줄이기 위해 Inception Module과 같이 풀링과 필

터를 나란하게 배치하고 마지막 풀링과 필터에 Stride를 2를 적용하여 

크기를 줄이고 각 결과를 결합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42개 층으

로 깊어지며 연산량은 2.5배 늘어난 수준을 보였다.  

 

2016년에 발표된 Inception-v4는 이전 모델보다 더 깊어진 75개 

층을 가지며 기본 구조는 [그림 ２-4]와 같다. 이전 모델의 줄기 네트

워크가 단순하게 컨볼루션과 풀링의 조합이었던 반면, Inception-v4는 

Inception-v3에서 적용된 비대칭적 인수분해 방법과 해상도 줄이는 방

법이 사용되어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 총 9개 층의 줄기 네트워크가 입

력을 받아서 Feature Map을 만들어 낸 후, 3가지의 다른 형태의 

Inception Module을 사용하였으며, Inception Module 중간에 이전 모델

에는 없었던 Reduction Module을 2개 추가하여 Feature Map의 크기를 

줄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Average Pooling과 Drop Out 및 Softmax 층

이 온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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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 ResNet 

 

CNN 아키텍처의 층이 깊어지면서 그래디언트가 역전파 되는 과정

에서 소실되어 학습 성능이 떨어지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였다. 

ResNet는 기본적으로 설계된 모델(Shallow Model)에서 층을 더 쌓더

라도 적어도 기존의 모델 수준의 성능은 나와야 한다는 직관으로 추가적

인 층을 Identity Mapping을 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층의 입력을 출력

에 연결시키는 Skip Connec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Residual Block으

로 구현하였고 [그림 ２-5]와 같다 [1]. 컨볼루션 층을 통과한 결과에 

입력을 더 하는 방법이며, 결국 결과인 𝐻(𝑥)에서 입력 𝑥를 마이너스한 

잔차(Residual)인 𝐹(𝑥)만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디언트가 역전파 

될 때는 Skip Connection을 통해서 Fan-out되기 때문에 층이 깊이 쌓

으며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도 줄일 수 있다.  

[그림 ２-4] Inception-v4 기본구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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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esidual Block은 2개의 3x3 컨볼루션 층을 사용하며 사이

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컨볼루션의 Stride 2를 적용하였다. 마지막 층에

서는 FC층을 사용하지 않았고, ImageNet의 출력 Class를 분류하기 위

한 FC-1000만 사용하였다. ResNet은 Residual Block 을 쌓는 방식으

로 152개의 층으로 늘렸고 인간의 분류오차인 5% 보다 낮은 3.6%의 

Top-5 Error를 달성하였다.  

 

２.２.３ Inception-ResNet 

 

Inception-ResNet은 Inception Module에 Residual Block을 적용

한 아키텍처이다 [10]. 2가지 버전(Version)이 있고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２-6]과 동일하며, Inception-ResNet-v1은 Inception-v3의 줄

기 네트워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Inception-

ResNet-v2는 Inception-v4의 줄기 네트워크와 동일한 다소 복잡한 9

개 층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가지 버전의 Inception-

Residual Block의 구조는 [그림 ２-7]과 동일하나, v2의 필터의 개수가 

더 많다. 원래의 ResNet과 달리 Residual Block의 처음 컨볼루션을 

3x3에서 1x1로 변경하여 차원을 감소시켜 연산량을 줄였다.  

[그림 ２-5] Residual Bloc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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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6] Inception-ResNet 기본구조  [10] 

[그림 ２-7] Inception-ResNet Block 구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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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３ 절 객체 검출 

 

 

객체 검출은 하나의 이미지 안의 여러 객체 중에서 어떤 객체 인지 

구분하는 분류(Classification) 문제와 해당 객체의 위치 정보

(Localization)를 알아내는 문제를 둘 다 검출하는 분야이다. 

딥러닝 이전에도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분야이며, 딥러닝 알고리즘의 도

입을 통해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4] [11]. 기존의 CNN이 

분류하고자 하는 목표 객체의 이미지를 대량으로 학습시켜서 구분해내는  

것이라고 하면 객체 검출은 여러 객체가 있는 사진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목표 객체의 위치 정보까지 함께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학습 데이터셋의 

경계 상자와 분류 레이블을 부여하는 전처리 과정이 추가되지만 공공 객

체나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더욱 실용적이다.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

출은 [그림 ２-8]과 같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2-Stage 

검출기(Detector)는 분류와 위치 문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느린 대신 정확도가 높다. 반면에 1-Stage 검출기는 두 문제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대신에 정확도가 2-Stage에 대비

해서 떨어진다. 2-Stage는 CNN을 처음으로 객체 검출에 적용한 R-

CNN 계열이 대표적이며, 1-Stage는 YOLO (You Look Only Once)와 

SSD (Single Shot Detector) 계열이 대표적이다.  

 

[그림 ２-8] 객체 검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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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１ 2-스테이지 검출기 

 

 

 

2-Stage Detector인 R-CNN 계열 중 딥러닝을 객체 검출에 처음

으로 적용한 R-CNN의 구조는 [그림 ２-9]와 같다. 이미지를 입력 받

은 후 해당 이미지의 계층적 구조를 활용하여 영역을 탐색하고 그룹화하

는 Selective Search 알고리즘으로 [12] 추출하여 잘라낸다. 이후 CNN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동일한 사이즈로 보정(Warping) 후 약 2,000개

의 보정된 이미지를 각각 CNN 모델에 학습시켜서 분류한 후 결과를 도

출하는 과정이다 [4]. 이 과정은 딥러닝을 객체 검출에 적용하였지만 

Selective Search로 2,000개의 영역 이미지를 모두 CNN에 학습시켜서 

학습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델이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한 

Fast R-CNN은 입력 이미지 전체를 CNN 모델에 적용하여 Feature 

Map을 얻고 해당 Feature Map에서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에 

해당하는 부분만 풀링한 후 이를 분류기(Classifier)를 거쳐 결과를 얻

는 구조이다 [13]. 이전의 R-CNN 대비 속도와 성능이 개선되긴 하였

지만 여전히 학습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고 CNN으로 역전파 

될 수 없는 단점이 남아있었다. 이를 개선한 Faster R-CNN의 구조는 

[그림 ２-10]과 같으며, CNN과 별개로 진행되는 CPU 연산인 

Selective Search 대신 관심 영역 제안(Region Proposal)을 CNN으로 

수행한다. 입력 이미지를 사전 학습된 CNN에서 Feature Map을 얻고 

특정 크기의 Window를 슬라이드 시키며 각 지점마다 여러 개의 영역

(Anchors)을 제안하게 된다. 해당 영역에 대해 분류층에서 객체의 유무

를 분류하는데, 식 (2)와 같이 RPN의 Anchors와 실제 데이터의 경계 

 

[그림 ２-9] R-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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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인 Ground-Truth Boxes와 얼마나 겹치는지 나타내는 IoU 

(Intersection over Union) 수치로 결정한다. 그리고 회귀층

(Regression layer)에서 Anchors의 위치를 Ground-Truth 위치와의 

델타값을 출력하여 최종 관심 영역에 대한 제안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을 

RPN (Region Proposal Network)이라고 부른다. RPN 이후 서로 다른 

크기의 제안 영역을 풀링을 통해 동일한 크기로 변환 시켜준 이후 최종

적으로 객체를 분류하고 해당 객체의 위치를 출력한다.  

 

𝑝∗ = {

1         𝑖𝑓 𝐼𝑜𝑈 > 0.7
−1      𝑖𝑓 𝐼𝑜𝑈 < 0.3
0          𝑖𝑓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1) 

 𝐼𝑜𝑈 =
𝑎𝑛𝑐ℎ𝑜𝑟 ∩ 𝑔𝑟𝑜𝑢𝑛𝑑−𝑡𝑟𝑢𝑡ℎ 𝑏𝑜𝑥 

𝑎𝑛𝑐ℎ𝑜𝑟 ∪ 𝑔𝑟𝑜𝑢𝑛𝑑−𝑡𝑟𝑢𝑡ℎ 𝑏𝑜𝑥
 (2) 

  

２.３.２ 1-스테이지 검출기 

 

2-Stage Detector는 영역 제안과 분류가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 ２-10] Faster R-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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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한번에 진행하여 속도를 개선한 

것이 1-Stage Detector이다. 대표적인 1-Stage Detector인 YOLO 계

열을 예로 들면, 입력 이미지를 특정 크기의 Grid Cell로 나눈다. 이후 

각 Grid Cell에 대해서 특정 개수의 경계 상자의 정보를 예측하는데, 이

때 예측값이 위치 정보와 객체가 존재할 신뢰도 점수(Confidence Score)

를 모두 갖고 있다. 실시간 검출이 가능한 수준의 빠른 속도, 이미지 전

체를 한번에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탐의 발생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2-Stage Detector에 비해 낮은 정확도로 인해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겹쳐져 있거나 작은 객체를 검

출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YOLO의 가장 최근 버전인 

YOLOv3은 3가지의 다른 크기의 Feature Map에서 예측을 한다. 3개의 

크기 중 작은 사이즈로 추출된 2개의 Feature Map은 2배 사이즈로 확

대(Upsampling) 후 앞서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Feature Map과 합친다

(Concatenation). 이와 같은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이전 버전의 YOLO

보다 의미있고 섬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4] [15]. 이는 Feature 

Pyramid Network 방식과 유사하며 [그림 ２-11]와 같다.  

 

 

 

[그림 ２-11] YOLOv3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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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４ 절 앙상블 학습 기법 

 

 

앙상블은 여러 머신 러닝 모델을 전략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예측 모

델을 만들어 내는 학습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모델의 분류 성능 보

다 더 나은 성능과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6]. 앙상블 기법은 [그

림 ２-12]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번째는 모델의 

Variance를 줄이는 방법인 Bagging이다. 원본 데이터셋을 복원하여 무

작위 샘플링(Bootstrapping)을 하여 각각 학습 시킨 후 각 모델의 예측

값을 집계(Aggregating)하는 방식이다. 데이터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

는 분류 문제일 경우 투표(Voting) 방식으로 집계를 하며, 데이터가 연

속적인 회귀(Regression) 문제일 경우 평균(Average)로 집계하게 된

다. Bagging은 각 모델의 결과를 중간값으로 맞추기 때문에 모델의 높은 

Variance를 줄일 수 있어서 Overfitting을 줄일 수 있다 [17].  

 

두번째는 모델의 Bias를 줄이는 방법인 Boosting이다. Boosting은 

성능이 낮은 약한 모델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서 강한 모델로 전환시킨

다.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모델에서 오차가 만들어진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선하여 다음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반복한 

다. Bagging이 각 모델이 병렬(Parallel)로 학습한다면 Boosting은 순차

적(Sequential)으로 학습하며 모델의 학습이 끝날 때 마다 나온 결과에 

따라 가중치가 재분배된다 [18].  

 

세번째는 다양한 분류 모델의 예측값을 합쳐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

는 Stacking 방법이다. 모든 개별 모델은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학습이 된 후 1차 결과를 기준으로 더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 재조정되

고 이러한 방법이 순차적(Sequential)으로 이루어 져서 최종적으로 하

나의 강력한 모델로 합쳐진다. 모든 각각의 모델이 전체 데이터셋에 대

해 학습하고 순차적으로 재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학습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Computing 자원이 소요된다 [19].  

 

네번째는 가장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Cascading이다.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내었을 때 실패 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에 사용된

다. 각각의 모델을 학습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 학습을 한 이후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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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테스트셋에 대해 결과를 분류하고, 첫번째 모델이 분류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 두번째 모델이 다시 검증하여 분류하는 시스템이 반복된

다. 검증하는 모델의 수가 많아질수록 복잡도가 증가하지만 정확도는 매

우 높아진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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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2] 앙상블 학습 기법 



 

 24 

제 ５ 절 포아송 이미지 편집 

 

 

 

이미지 합성은 원본 이미지로부터 영역을 추출하여 합성하고자 하는 

타겟 이미지에 붙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합성 경계가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포아송 

방정식으로 적용한 기법을 포아송 이미지 편집이라고 한다 [6]. [그림 

２-13]은 객체를 추출해낼 소스 이미지와 이를 합성할 타겟이미지를 

포아송 방정식을 기반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 이다. 포아송 

이미지 합성의 목표는 합성이 될 영역의 1차 미분값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합성 영역 외곽의 색상과 타겟 이미지의 색상이 일치하도록 

최적화하는 것이다. 식 (3)에서 𝑝𝑥,𝑦 는 (x,y) 위치의 구하려는 

픽섹값이고, 𝑝𝑥,𝑦
′′ 는 타겟 이미지의 픽셀값, 𝛺 는 선택된 영역, 𝜕𝛺 는 

선택된 영역의 외곽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얻는 결과값은 타겟 

이미지에 붙여질 영역의 픽셀의 값이다. 외곽선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의 

픽셀은 픽셀 간의 변화도와 소스 이미지의 변화도와 유사하게 하며 이는 

식 (4)와 같다. 식(4)가 제곱식이기 때문에 변화도인 E를 최소화 하는 

값은 𝑝𝑥,𝑦로 편미분하여 0으로 만드는 값을 찾는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는 식 (5)와 같다. 식 (5)에서 소스 이미지의 한 화소에 4배수를 한 

후 이웃한 4개의 화소 값의 합을 빼는 것인데, 이는 각 화소에서 선택된 

화소들과의 변화를 빼는 것이다. 이를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라플라시안 

 

[그림 ２-13]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반의 이미지 합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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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cian)이라고 부르며, 2차 미분 값이 일정한 값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포아송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𝑝𝑥,𝑦 = 𝑝𝑥,𝑦
′′  ,      (𝑥, 𝑦) ∈ 𝜕𝛺  (3) 

  

𝐸 =
1

2
∑

[
 
 
 
 
 ‖𝑝𝑥,𝑦 −  𝑝𝑥,𝑦−1 −  (𝑝𝑥,𝑦

′  −  𝑝𝑥,𝑦−1
’ )‖

2

+‖𝑝𝑥,𝑦 −  𝑝𝑥−1,𝑦 −  (𝑝𝑥,𝑦
′  −  𝑝𝑥−1,𝑦

’ )‖
2

+‖𝑝𝑥,𝑦 −  𝑝𝑥+1,𝑦 −  (𝑝𝑥,𝑦
′  −  𝑝𝑥+1,𝑦

’ )‖
2

+‖𝑝𝑥,𝑦 −  𝑝𝑥,𝑦+1 −  (𝑝𝑥,𝑦
′  −  𝑝𝑥,𝑦+1

’ )‖
2
]
 
 
 
 
 

(𝑥,𝑦)∈𝛺

 
(4) 

 
 

 
𝜕𝐸

𝜕𝑝𝑥,𝑦
= (𝑝𝑥,𝑦 −  𝑝𝑥,𝑦−1 −  (𝑝𝑥,𝑦

′  −  𝑝𝑥,𝑦−1
’ )) 

                 + (𝑝𝑥,𝑦 −  𝑝𝑥−1,𝑦 −  (𝑝𝑥,𝑦
′  −  𝑝𝑥−1,𝑦

’ )) 

       + (𝑝𝑥,𝑦 −  𝑝𝑥+1,𝑦 −  (𝑝𝑥,𝑦
′  −  𝑝𝑥+1,𝑦

’ )) 

       + (𝑝𝑥,𝑦 −  𝑝𝑥,𝑦+1 −  (𝑝𝑥,𝑦
′  −  𝑝𝑥,𝑦+1

’ )) 

             = 4𝑝𝑥,𝑦 − (𝑝𝑥,𝑦−1+𝑝𝑥−1,𝑦+𝑝𝑥+1,𝑦+𝑝𝑥,𝑦+1) 

                − (4𝑝𝑥,𝑦
′ − (𝑝𝑥,𝑦−1

’ +𝑝𝑥−1,𝑦
’ +𝑝𝑥+1,𝑦

’ +𝑝𝑥,𝑦+1
’ )) 

                 =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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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３ 장 문제 정의 및 해결 방안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 범위 및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딥러닝 기반의 비정형 결함 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여 결함 검출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목적 함수를 정의한다. 

2절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해 간략히 개관한다. 

 

 

제 １ 절 문제 설명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의 비정형 결함 검사 시스템의 

필요성과 해당 시스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시스템이 필요한 현재 산업용 필름의 표면 품질 검사 상황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세분화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를 설명한 후 목적 함수를 

정의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현장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과 함께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않은 산업현장에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데 

장벽이 있다. 특히, 품질 검사 분야의 경우 기계적 강도, 장기 신뢰성 

물성 평가 등은 테스트 기기로 자동화 되어 성능에 대한 객관화 지표가 

잘되어 있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만, 외관 검사 분야는 자동화 및 

객관화가 부족한 현장이 많다. 특히, 원단이나 산업용 필름과 같이 롤 

단위로 생산하는 제품의 외관 검사가 대표적이다. 표면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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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나 패턴이 있거나, 다양한 원재료를 적층한 구조의 제품의 경우 

표면 검사를 자동화 하기에 제약이 많다. 그리고 비정형 결함은 

불규칙적인 위치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제품과 공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표면 품질 검사의 자동화 구축을 시도하기 

어려워 전문 인력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육안 검사는 

오랜 기간 훈련된 전문 인력이 수행하지만 장시간 반복적인 업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검사 효율이 저하 될 수 있고, 누적될 경우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고 각 담당자 별 동일 수준으로 반복 재현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완제품에 대한 OQC (Outgoing Quality Control)단계에서 전수 

검사가 어려워 Sampling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는 제품 내부에 

불량이 있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의 육안 검사 

시스템에서는 불량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내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목적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정의 1. 전체 이미지 데이터 중 불량과 양품을 모두 잘 판별한 

기준을 정확도로 정의한다. 결함을 검출하지 못하여 불량을 양품으로 

판별하는 미탐의 경우 유출 불량이 생기고, 양품을 불량으로 판별하는 

오탐의 경우 과검사 되어 내부 수율을 저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식(6)과 같이 정확도로 판단한다 [21].  

 

𝐴𝑐𝑐𝑢𝑟𝑎𝑐𝑦 =
𝑇𝑟𝑢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𝑇𝑟𝑢𝑒 𝑛𝑒𝑔𝑎𝑡𝑖𝑣𝑒

𝑇𝑟𝑢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𝑛𝑒𝑔𝑎𝑡𝑖𝑣𝑒 + 𝑇𝑟𝑢𝑒 𝑛𝑒𝑔𝑎𝑡𝑖𝑣𝑒
 

(6) 

 

 

정의 2. 결함 이미지 데이터 중 결함을 검출하지 못하여 불량이지만 

양품으로 판별한 경우의 비율인 미탐률을 식(7)과 같이 정의 한다 [21].  

 

𝐹𝑎𝑙𝑠𝑒 𝑛𝑒𝑔𝑎𝑡𝑖𝑣𝑒 𝑟𝑎𝑡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𝑛𝑒𝑔𝑎𝑡𝑖𝑣𝑒

𝑇𝑟𝑢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𝑛𝑒𝑔𝑎𝑡𝑖𝑣𝑒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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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3. 결함으로 판정한 데이터 중 실제 결함의 비율로 검출 

결과의 정밀도를 의미하며 식(8) 과 같이 정의 한다 [21].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𝑇𝑟𝑢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𝑇𝑟𝑢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8) 

 

정의 4. 실제 결함 데이터 중에서 결함으로 예측한 비율로 결함이 

얼마나 잘 검출 되었는지, 재현율을 의미하며 식(9) 과 같이 정의한다 

[21]. 

 

𝑅𝑒𝑐𝑎𝑙𝑙 =
𝑇𝑟𝑢𝑒 𝑝𝑜𝑠𝑖𝑡𝑖𝑣𝑒

𝑇𝑟𝑢𝑒 𝑝𝑜𝑠𝑖𝑡𝑣𝑒 + 𝐹𝑎𝑙𝑠𝑒 𝑛𝑒𝑔𝑎𝑡𝑖𝑣𝑒
 (9) 

 

 

개선된 시스템은 정확도를 최대화하여야 하며, 90% 이상의 

정확도를 제약 조건으로 가진다. 그리고 OQC 단계에서 고객으로 

유출되는 불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미탐률을 ‘Zero 化’ 하기 위해 

미탐률을 1% 이하인 0%로 수렴하는 것을 두 번째 제약 조건으로 

가진다.  

 

 

제 ２ 절 해결 방안 

 

 

앞 절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의 표면 검사 시스템에 대해 개관한다. 이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다. 각 단계들이 앞서 설명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3단계는 다음과 같다.  

 

 결함 이미지 합성 및 데이터 증량 

 결함 객체 검출 

 앙상블 학습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함 이미지 합성과 

데이터 증량은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증량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다. 



 

 29 

딥러닝 학습을 통해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양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딥러닝 입력 이미지 데이터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빛 반사와 같은 다른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산업현장에 해당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비전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델 학습을 수행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함 이미지에서 결함 부분만 추출하여 불필요한 노이즈가 없는 원본 

이미지에 합성한다. 이후 데이터 증량을 통해 학습 가능한 데이터셋을 

만든다.  

 

이어서 객체 검출은 결함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학습하여 

결함과 위치를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표면 소재용 필름의 경우 필름의 

표면에 다양한 패턴 디자인이 구현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표면에 생긴 

결함을 CNN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더욱 어렵다. 제품 표면에 

발생하는 결함이 제품 원래의 디자인과 패턴 보다 미세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출해야 할 결함의 종류와 위치 정보를 함께 

학습하고, 다양한 아키텍처를 테스트하여 해당 제품에 맞는 최적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으로 결함 유무의 판정뿐만 아니라 결함의 

종류를 분류하는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  

 

객체 검출의 다양한 아키텍처는 오탐과 미탐의 결과 사이에 

Trade-off 관계를 가진다. 느리지만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갖는 2-

Stage Detector의 경우 미탐의 발생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오탐이 많이 

발생되어 과검사 되는 경향성을 가진다. 반면에 1-Stage Detector는 

전체를 한번에 보는 특성으로 오탐의 발생은 적은 반면 미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유출 불량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 절에서 정의한 

목적함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탐과 미탐 사이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앙상블 학습 기법을 적용한다.  

 

[그림 ３-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면 검사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경우의 작업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설비에서 필름이 생산될 

때 표면을 스캐닝하여 검사할 수 있는 비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후 

획득한 이미지에서 결함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들을 사전 학습된 검사 

모델로 추론(Inference)하여 결함 유무를 판정하게 된다. 이후 양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정상 제품으로 분류되고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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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유형을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관리된다. 해당 

데이터가 축적되어 결함 검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적용가능하다.  

 

본 연구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확보된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와 앞서 

설명한 해결 방안에 집중하여, 결함의 판별이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림 ３-1] 표면 검사 시스템 작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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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４ 장 구현과 실험적 평가 

 

 

본 장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비정형 결함 검사 시스템을 응용 레벨로 

구현하고 해당 시스템의 유용성과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관해 설명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1절에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증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절에서는 모델을 구현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험 환경 설정 방법을 

기술하고,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 방법과 결과를 평가한다. 첫번째 

실험은 CNN 구조 설계 및 성능 평가와 해당 모델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두번째는 다양한 단일 객체 검출 아케텍처 중에서 데이터셋에 최적의 

아키텍처를 적용한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세번째는 최적 아키텍처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테스트셋을 증량하여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최상의 

정확도를 얻기 위한 앙상블의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제 １ 절 이미지 합성 및 데이터 증량 

 

 

산업현장에서 얻은 실제 결함 이미지의 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을 적용한 이미지 합성 방법과 데이터 

증량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딥러닝의 높은 성능은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의 타겟 생산 현장은 비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출 불량 이미지를 데이터셋으로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셋 역시 딥러닝의 입력 이미지로 모두 사용하기에는 

데이터가 적합하지 않고 양이 부족하였다. [그림 ４-1]과 같이 제품 

표면의 광택으로 인해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거나 결함 부분을 

마킹(Marking)한 이미지는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유한 데이터셋 중 입력 데이터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만 분류한 이후 해당 이미지에서 결함을 추출하여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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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2]는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을 적용한 합성 방법이다. 먼저 

소스이미지로부터 결함 부분을 추출하여 잘라내고 결함이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도록 Gray Scale로 전환한다. 이후 결함 외에 소스이미지의 

배경이 합성되지 않도록 마스킹 층(Masking Layer)을 추가로 생성한다. 

추출한 결함 이미지, 마스킹 층 그리고 합성을 할 타겟 이미지, 총 3개 

종류의 이미지가 준비되면 포아송 이미지 편집으로 합성을 진행한다. 

포아송 이미 편집을 통한 합성은 [그림 ４-2]의 (e)와 같이 주어진 

영역 내의 1차 미분값의 변화를 최소화 하며, 영역의 외곽선의 색상이 

타겟 이미지와 일치되도록 픽셀값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2장의 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곽이 아닌 내부 픽셀들은 같이 구하고자 하는 픽셀 

간의 그래디언트와 소스 이미지의 그래디언트가 유사하도록 수식(4)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식(5)와 같이 이를 최소화 하는 값을 찾기 위해 

수식(5)와 같이 편미분한 수식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값을 찾는다. 이를 

python 에서 코드로 구현하여 [그림 ４-2]의 (f)와 같이 이미지를 

합성하였고, 해당 이미지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다.  

 

결함 종류는 총 3종으로 표면 Scratch나 선 모양의 결함인 ‘Line’ 

과 인쇄 공정에서 발생되는 ‘Print Defect’, 이물에 의해 눌린 형태의 

‘Dent’이다. ‘Line’과 ‘Print Defect’의 결함 종류는 각각 3종, ‘Dent’는 

4종으로 총 10종의 결함 이미지를 추출하여 합성을 진행하였다. 본 

합성 방법을 통해 총 500장의 학습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그림 ４-1] 입력 데이터 미적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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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합성을 통해 학습 데이터 수를 500장으로 확대하였지만 

전이 학습으로 성능 검증 시 정확도가 56%에 그쳤다. 이 역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학습을 하기에는 부족한 수량이다. 적은 수량의 

데이터셋을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증량이 필수적이었다.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증량법은 전통적인 방법인 회전 및 대칭, 

확대 및 축소, 노이즈 및 블러(Blur)등의 방법인 Affine 

Transformations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GAN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다 [22]. 데이터 증량을 통해 원본이 

담고 있는 정보와 특징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학습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인 

Affine Transformations의 방법으로 데이터 증량을 진행하였으며, 표면 

소재의 결함의 경우 매우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확대 및 축소, 블러는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4.1.1절에서 설명한 이미지 합성법으로 생성한 500장의 이미지를 

추가로 데이터 증량을 진행하였다. [그림 ４-3]은 데이터 증량 방법과 

결과를 보여준다. 크게 3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회전, 반전, 노이즈 

추가를 하였다. 회전의 경우 최대 회전 각도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그림 ４-2] 포아송 이미지 편집을 통한 이미지 합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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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로 설정하였다. 두번째, 반전은 수직 방향(Vertical)과 수평 

방향(Horizontal)로 설정하였으며, 세번째, 노이즈는 30% 추가되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딥러닝 학습과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의 구성은 [표 ４-1]과 같다. 이미지 합성과 데이터 증량을 

통해 학습 데이터셋을 완성하였으며 테스트셋은 실제 결함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그림 ４-3] 데이터 증량 방법과 결과 이미지 

[표 ４-1] 데이터셋 구성 

데이터셋 Train Validation Test Total 

수량 (ea) 

구성비 (%) 

3,647 

(83) 

488 

(11) 

264 

(6) 

4,3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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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２ 절 실험 설정 

 

 

본 절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정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 ４-2]와 같은 환경에서 검증하였다.  

  

Ubuntu 16.04 OS 환경하에서 진행하였으며, CPU에서 전처리와 

GPU가속기에서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NVIDIA사(社)의 

GeForce RTX 2080Ti GPU와, Intel사(社)의 i7-9700K CPU 를 

사용하였다. 개발 언어는 Python을 기반으로 하여 직접 설계한 CNN 과 

사전 학습된 CNN 모델의 학습을 검증하기 위하여 Pytorch 1.0.1을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였다. Object detection을 통한 성능 검증을 위해 

Faster R-CNN은 Tensorflow 1.13.1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４-1]의 데이터셋으로 가전 표면 소재용 필름의 

결함 유무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평가 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CNN을 직접 설계하여 모델 전체를 

학습한 성능과 사전 학습된 CNN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검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두번째 실험은 첫번째 실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3장 2절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객체 검출 

아키텍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최적의 객체 검출 아키텍처를 

[표 ４-2] 실험 설정 환경 

항목 사양 

OS Ubuntu 16.04 

GPU NVIDIA社 GeForce RTX 2080Ti 

CPU Intel社 i7-9700K 

Language Python 3.7.1 

Framework 
Pytorch 1.0.1 

Tensorflow 1.13.1 

 



 

 36 

선정하기 위해 1-Stage Detector와 2-Stage Detector를 상대 비교 

하였으며 Feature Extractor 별 성능과 검출 속도(Process Time)를 

검증하였다. 세번째로 앞선 실험에서 검증된 최적 아키텍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테스트셋을 증량하여 추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객체 검출 모델을 3개 선정하여 최상의 정확도와 1% 미만의 

미탐률을 확보하기 위해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 ３ 절 실험 결과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실험들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각 실험들의 결과와 제안된 시스템을 분석하여 효용성을 평가 한다. 본 

실험은 가전 표면 소재용 필름의 표면에 발생한 결함 유무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평가한다.  

 

４.３.１ 실험 1 : CNN과 전이 학습 성능 분석 

 

이 실험의 목적은 3장 2절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을 평가하기 전에 

기본적인 CNN을 설계하여 검증하고, 사전 학습된 CNN의 성능을 비교 

검증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3장 2절에서 제안된 해결 방안의 

필요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각 결함 유형 별 학습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결함 별로 데이터셋을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각 모델은 

Pytorch 프레임워크에서 구현하였다.  

 

CNN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는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누어주는 정규화(Normalization)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분포를 Zero-centered 되도록 해주고 손실 그래프를 구형의 

등고선(Spherical Contour)을 갖도록 조정하여 쉽고 빠르게 최적화 

지점을 찾도록 한다. 컨볼루션 층은 12층으로 쌓았으며 활성화 함수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를 사용하였다. 가중치 초기화는 잘못 

설정할 경우 기울기 소실 문제나 표현력의 한계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ReLU 활성화 함수와 대체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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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ization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래디언트가 폭발하거나(Explode) 

소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Regularization 효과를 갖기 위해 컨볼루션 

층과 ReLU 사이에 Batch Normalization을 배치하였다 [23]. 

Optimizer는 Adam (Adaptive Moment Estimation)을 적용하고 학습 

속도는 0.001로 시작하였다. 해당 CNN 모델의 성능은 [표 ４-3]과 

[그림 ４-4]와 같다.  

 

 

[그림 ４-4] CNN 학습 성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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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300 Epoch까지 진행한 결과 이다.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낮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3가지 결함 유형 중 Line이 학습 성능이나 

테스트 성능이 높게 나왔으나 [그림 ４-4]의 성능 그래프와 같이 

오버피팅(Overfitting)이 발생되었으며 Validation Loss가 수렴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Dent는 안정적으로 Loss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테스트 정확도가 낮고 Print Defect의 경우 Validation 

Loss가 전혀 감소되지 않고 테스트 정확도도 세가지 결함 유형 중 가장 

낮게 나왔다. CNN 전체를 학습하여 좋은 성능을 얻기에는 여전히 

데이터 수량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전이 학습 기법을 검증하였다. 1,00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ResNet-50 모델로 

평가하였다. 2장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 쪽은 층은 고정시키고 분류기만 재조정하여 검증하였다. 전이 

학습의 결과는 [표 ４-4]와[그림 ４-5]와 같다.  

 

 

[표 ４-3] CNN 결함 검출 성능 결과 

Defect Line Dent Print 

정 

확 

도 

(%) 

Train 91.1 85.5 92.7 

Validation 83.7 86.6 77.9 

Test 88.0 78.0 53.0 

 

[표 ４-4] 전이 학습을 통한 결함 검출 성능 결과 

Defect Line Dent Print 

정 

확 

도 

(%) 

Train 78.1 75.6 83.6 

Validation 78.5 81.3 84.4 

Test 82.0 68.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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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100 Epoch까지 진행한 결과 이며 직접 설계한 CNN 전체를 

학습 시킨 결과 대비 Loss는 더 빠르게 감소되고 안정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테스트셋의 정확도는 Print Defect을 제외하고 CNN 대비 

전이 학습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전이 학습의 원본 데이터는 

자연물인 반면 검출하고자 하는 학습 데이터의 유사도가 떨어져서 

성능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그림 ４-5] 전이 학습 성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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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그림 ４-6]과 같이 Feature Map을 추출하여 

확인하였다. 

 

DNN (Deep Neural Network)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결과의 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학습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 층에서의 Feature 

Map을 시각화(Visualization)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AM (Class Activation Mapping), Grad-

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 Guided Grad-

CAM, 3가지 방법으로 시각화하여 CNN의 성능 부족을 검증하였다. 

CAM은 특정 Class로 분류될 확률을 구할 때 각각의 가중치를 Feature 

Map에 곱해준 다음 모두 더하여 어떤 특징을 보고 특정 Class로 

분류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24]. 반면에 Grad-CAM은 Fully 

Connected Layer의 가중치를 이용하지 않고 모든 DNN 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디언트를 활용하여 Visualize 하고자 하는 

층의 Feature에 가중치로 활용한다 [25]. 그리고 Guided Grad-CAM은 

영역을 나타내는 Grad-CAM에서 이미지의 명확한 윤곽을 나타낸 

결과이다 [26]. 앞선 전이 학습의 Feature Map을 시각화 하면 [그림 

４-6]과 같다.  

 

 

 

 

[그림 ４-6] 전이 학습 Feature Map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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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Map을 시각화 한 결과를 분석하면 CNN과 전이 학습이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 원인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번째는 

배경에 디자인이나 패턴이 많은 경우 결함을 특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배경의 패턴을 특징으로 인식한다. 두번째는 결함을 특징으로 

인식하더라도 결함의 위치 대비 넓은 범위를 특징으로 학습하여 테스트 

성능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습 해야하는 결함의 위치와 종류를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４.３.２ 실험 2 : 단일 객체 검출 아키텍처 검증 

 

이번 실험은 앞선 실험 1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3장 2절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목표 제품으로 선정한 가전 표면 소재용 필름의 경우 

제품의 특성 상 배경에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결함이 있을 경우 디자인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앞선 실험처럼 CNN에서 특징으로 추출을 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와 레이블 정보를 함께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객체 검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객체 검출의 다양한 

아키텍처 중 정확도, 검출력, 속도를 검증하기 위해 1-Stage Detector 

와 2-Stage Detector를 상대 비교 하였다. 1-Stage Detector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YOLO와 2-Stage Detector는 정확도와 

검출력이 높은 Faster R-CNN을 선택하였다. YOLO는 YOLOv3와 

YOLOv3 Tiny로 속도와 검출력을 비교하였으며, Faster R-CNN은 

실험적으로 검출력이 높은 Feature Extractor를 2가지를 선정하여 성능 

평가를 하였다 [5]. 객체 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데이터셋의 전체 

이미지에 대해 Ground-Truth 정보인 결함의 레이블과 경계 상자를 

정의하였다.  

 

첫번째, 1-Stage Detector인 YOLOv3 Tiny의 평가 결과이다. 

YOLOv3 Tiny는 아키텍처 중 검출 속도에서 가장 강점이 있어 실시간 

검출이 가능한 모델이다. 결함 유형 각각에 대한 결함 검출 성능과 결함 

데이터셋을 모두 통합하여 Class 하나의 결함으로 학습하였을 때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４-5]와 [그림 ４-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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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5]의 결과는 결함으로 확신하는 기준인 Threshold를 0.9 

로 설정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검출 성능 결과는 전체적으로 CNN과 

전이 학습 대비 높은 결과를 보였다. 2장의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YOLO는 전체를 한번에 보는 특성으로 오탐이 적게 발생되어 정밀도가 

재현율 대비 높은 경향성으로 보였다. 각각의 결함을 별도로 학습 시켜 

결함 검출을 한 것 대비 전체를 통합하여 학습 시켰을때는 미탐의 

발생율이 상승하여 재현율 성능이 저하되어 전체적인 정확도도 

저하되었다.  

 

두번째 실험으로 2-Stage Detector를 평가하기 위해 검출력이 

높은 모델인 Faster R-CNN을 평가하였다. Faster R-CNN의 Feature 

Extractor는 ResNet-101을 선정하여 평가 하였고 결과는 [표 

４-6]과 [그림 ４-8]과 같다.  

 

 

[그림 ４-7] YOLOv3 Tiny 검출 결과 이미지 

[표 ４-5] YOLOv3 Tiny 검출 성능 결과 

항목 
학습 

Iteration 

정확도 

(%) 

미탐률 

(%) 

정밀도 

(%) 

재현율 

(%) 

Line 240,000 97.9 5.3 100 94.7 

Dent 240,000 95.2 12.3 100 87.7 

Print 240,000 96.7 3.3 95.2 96.7 

Total 300,000 88.6 16.6 99.3 83.4 

* Threshold = 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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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r R-CNN 결과 역시 Threshold 0.9를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하였으며 학습 Iteration은 각 결함 별로 Iteration 별 성능을 관찰하여 

추가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Faster R-

CNN은 YOLO 대비 미탐의 발생이 적어 재현율은 높은 반면, 오탐의 

발생이 높고 정밀도가 낮아 과검사 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결함을 전체 

통합하여 학습한 결과는 3장 1절에서 정의한 본 연구의 목적함수인 

정확도가 최대화 되고 미탐률이 1% 미만으로 달성되었다.  

 

세번째 실험은 정확도 및 검출력 뿐만 아니라 검출 속도도 감안하여 

가장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아키텍처의 성능을 추가로 

검증하여 비교하였다. 1-Stage Detector는 YOLOv3를 추가로 

학습하였고, 2-Stage Detector는 Faster R-CNN의 Feature 

Extractor를 Inception-ResNet-v2를 선정하여 검증하였다. Faster 

R-CNN의 Feature Extractor 선정은 COCO 데이터셋의 결과에서 가장 

성능이 높았던 2가지를 선택하였다 [5]. 그리고 Faster R-CNN의 

 

[그림 ４-8] Faster R-CNN (ResNet-101) 검출 결과 이미지 

[표 ４-6] Faster R-CNN (ResNet-101) 검출 성능 결과 

항목 
학습 

Iteration 

정확도 

(%) 

미탐률 

(%) 

정밀도 

(%) 

재현율 

(%) 

Line 150,000 89.0 0 78.1 100 

Dent 240,000 97.9 5.3 100 96.5 

Print 330,000 89.3 0 79.2 100 

Total 420,000 96.2 0.6 95.1 99.4 

* Threshold = 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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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N에서 제안하는 박스(Box Proposal)의 개수를 기존의 300에서 

200개로 줄였을 경우 검출 속도의 개선과 정확도의 감소 정도의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다. 세번째 실험의 데이터셋은 결함 종류를 모두 통합하여 

학습을 진행한 결과를 상대 비교 하였다. 결과는 [표 ４-7]과 같다.  

 

 

먼저 YOLO 계열을 비교하면 YOLOv3 Tiny는 2개의 Scale에서 

Box Proposal을 하지만 YOLOv3는 3개의 Scale 에서 Box Proposal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Box를 보고 학습을 하고 더 깊은 Feature 

Extractor를 갖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갖지만 검출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두 모델이 이미지 전체를 보고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정밀도 

성능이 좋고 재현율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성은 동일하다. 다음은 Faster 

R-CNN의 Feature Extractor 별 비교이다. ResNet-101의 Box 

Proposal 개수를 200개로 줄여서 학습할 경우 기존의 300개 대비 

정확도는 0.7%point, 미탐률은 1.7%point 악화 되었지만 검출 속도는 

23% 개선되었다. 이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더 많아 질 경우 

성능을 추가로 개선하면서 검출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넷 데이터셋 기준으로 ResNet보다 우수한 

[표 ４-7] 아키텍처 별 검출 성능 결과 비교 

Model 
YOLO 

v3 Tiny 
YOLOv3 Faster R-CNN 

Feature 

Extractor 

Darknet- 

tiny 

Darknet-

53 

ResNet-101 Inception- 

ResNet v2 Box 300 Box 200 

학습 Iteration 300,000 150,000 420,000 370,000 200,000 

정확도 (%) 88.6 93.2 96.2 95.5 95.8 

미탐률 (%) 16.6 10.3 0.6 2.3 2.3 

정밀도 (%) 99.3 100 95.1 95.5 96.1 

재현율 (%) 83.4 89.7 99.4 97.7 97.7 

Process time 

(ms/ea) 
8 50 78 60 258 

* Threshold = 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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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보였던 Inception-ResNet-v2의 성능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해당 Feature Extractor는 ResNet-101보다 높은 

성능을 얻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검출 속도는 ResNet-101보다 약 

3.3 배 느린 결과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5개의 객체 검출 아키텍처 중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 

대해 가장 높은 정확도와 미탐률을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적 

모델은 Faster R-CNN에서 ResNet-101을 Feature Extractor로 쓴 

모델이다. 그리고 해당 아키텍처의 RPN에서 제안하는 박스의 개수를 

조정하여 정확도는 0.7%point 떨어지지만 검출 속도를 23% 개선할 수 

있다.  

 

４.３.３ 실험 3 : 최적 아키텍처의 테스트셋 증량 검증 

 

이번 실험은 실험 2에서 검증한 최적 아키텍처의 효용성에 대해 검

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테스트셋이 

264장으로 전체 데이터셋의 6%에 해당하는 양이다. 실험 2의 성능이 

적은 테스트셋으로 인한 결과 인지, 재검증을 하기 위하여 테스트셋의 

수량을 264장에서 453장으로 증량하여 확인하였다. 재검증을 위한 데

이터셋은 [표 ４-8]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４-8] 테스트셋을 증량한 데이터셋 구성 

 Train Validation Test Total 

수량 (ea) 

구성비 (%) 

3,458 

(79) 

488 

(11) 

453 

(10) 

4,399 

(100) 

 

 

테스트셋을 전체 데이터셋의 6%에서 10%로 증량하고 학습 데이터

셋을 83%에서 79%로 줄여서 실험하였다. 실험 2에서 최적 아키텍처

로 확인한 Faster R-CNN에 ResNet-101 Feature extractor를 적용

하여 테스트셋 증량에 따른 성능을 재확인 하였으며 결과는 [표 ４-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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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험의 학습 Iteration은 추가 학습으로 오버피팅과 같은 성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의 성능으로 평가 하였다. 테스트셋을 약 1.7

배 증량을 하여도 미검출 절대 수량은 변화가 없었으며 전체적인 성능은 

소폭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최적 아키텍처에 

대한 효용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４.３.４ 실험 4 : 앙상블 학습 기법의 성능 분석  

 

이번 실험은 실험 2에서 진행한 아키텍처를 상호 보완하여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설계하여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험 2의 각 모델 별 결과처럼 YOLO 계열은 검출 속도가 

빠르고 오탐의 발생이 적어 정밀도가 높은 반면 미탐의 발생이 높아 

재현율이 낮다. 그러나 Faster R-CNN의 경우 상대적으로 검출 속도가 

느리고 정밀도가 낮은 반면 재현율이 높다. ResNet-101이 Feature 

Extractor인 Faster R-CNN이 단일 모델로 최적의 모델이지만, 결함이 

과검출 될 경우 내부 Loss가 발생 될 수 밖에 없다. 본 실험에서는 

Faster R-CNN에서 발생되는 오탐을 YOLOv3로 재검증하는 앙상블 

모델을 설계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미탐률을 최소화 하면서 정확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2장의 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가지 학습 모델을 합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기법이 앙상블 이며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모델 별 예측된 값을 집계(Aggregating)하여 

선택(Voting) 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Bagging과 직전 모델의 

결과를 다음 모델이 검증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표 ４-9] 테스트셋 증량 검증 결과 

 
학습 

Iteration 

정확도 

(%) 

미탐률 

(%) 

정밀도 

(%) 

재현율 

(%) 

기존 420,000 96.2 0.6 95.1 99.4 

테스트셋  

증량 
370,000 97.8 0.5 97.8 99.5 

* Threshold = 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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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를 평가하였다. [그림 ４-9]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앙상블 

기법의 적용 방식이다.  

 

 

 

 

 

앙상블 적용 아키텍처는 Faster R-CNN의 2개 모델과 오탐을 

검증할 수 있는 YOLOv3를 선정하여 총 3개 아키텍처를 앙상블 하였다. 

Faster R-CNN의 경우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ResNet-101과 

다음으로 정확도가 높았던 Inception-ResNet-v2를 선택하였다. 

Inception-ResNet-v2의 성능과 ResNet-101의 Box Proposal을 

줄인 아키텍처의 성능이 비슷하였으나, 통합 모델의 검출 안정성을 위해 

다른 구조의 아키텍처를 선택하였다. Bagging은 3개 모델에서 결함의 

유무를 각각 판정한 이후 각 판정 결과에서 2개 이상의 모델에서 

 

[그림 ４-9] 앙상블 기법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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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는 결과를 최종 예측 결과로 투표 하도록 설계하였다. 

Cascade의 경우 2장의 3절에서 설명한 Cascade에서 변형을 하여 입력 

데이터셋을 ResNet-101을 적용한 Faster R-CNN으로 Threshold를 

0.9 기준으로 결함 유무를 판별한 후 해당 결과를 YOLOv3로 

재검증하여 과검사 되는 경향성을 줄였고, 앞에서 ResNet-101이 

판별하지 못한 결함은 Inception-ResNet-v2로 검증 후 해당 결과 

역시 YOLOv3로 재검증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2가지 앙상블 

모델의 결과는 [표 ４-10]과 같다.  

 

 

Bagging의 경우 기존의 Faster R-CNN 단일 아키텍처의 결과 

대비 정밀도는 개선되었으나 미탐률은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 경향성을 보였다. 그에 반해 Cascade는 각 

모델의 결과를 서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미탐률을 가장 낮은 결과로 

유지하며 정확도도 99.6%를 달성하였다. 앙상블 모델은 3개의 

아키텍처의 검출 속도가 통합되어 검출되기 때문에 단일 모델 대비 검출 

속도는 느리지만, 최상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４-10] 결함 판별 앙상블 성능 평가 결과 

Model 
단일 아키텍처 

(Faster R-CNN) 
Bagging Cascade 

정확도 (%) 96.2 95.5 99.6 

미탐률 (%) 0.6 4.0 0.6 

정밀도 (%) 95.1 97.1 100 

재현율 (%) 99.4 96.0 99.4 

Process time 

(ms/ea) 
78 352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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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５ 장 결  론 

 

본 연구 보고서는 산업용 필름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최적 검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산업현장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효율화 하기 위하여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Poisson Image Editing)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과 회전과 반전, 노이즈 추가의 데이터 증량(Data Augmentation)을 

수행하였다. 264장의 실제 결함 이미지로 총 4,135장을 증량하였고, 

이를 학습 데이터셋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인 CNN 학습과 전이 학습을 

진행하였으나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CAM 

(Class Activation Mapping)과 Grad-CAM (Gradient-weighted Class 

Activation Mapping)으로 Feature Map 을 확인한 결과, 필름 본연의 

디자인 위에 발생한 비정형 결함을 특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의 정확한 위치 정보와 분류를 학습하여 

검출하는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기법으로 결함 유무 판정을 

진행하였다. 객체 검출의 다양한 아키텍처 중 Faster R-CNN과 YOLO 

계열을 학습하여 성능과 검출 속도를 상대 비교하였다. YOLO의 검출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도(Precision)의 성능이 높은 반면 미탐의 

발생율이 높아 재현율(Recall) 성능이 낮았다. 반면 Faster R-CNN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반면 재현율의 성능이 높았다. 단일 

아키텍처 중 가장 높은 정확도인 96.2%와 1% 미만의 미탐률(False 

Negative Rate)인 0.6%를 달성한 최적의 아키텍처는 ResNet-101을 

Feature Extractor 로 적용한 Faster R-CNN이었다. 

  

최적 아키텍처인 Faster R-CNN의 검출 속도 개선을 확인 하기 

위해, RPN (Region Proposal Network)에서 제안하는 박스의 개수를 

기존의 300개에서 200개로 줄여서 학습을 진행하였다. 정확도는 

0.7%point, 미탐률은 1.7%point 악화 되었지만 검출 속도는 23%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 데이터셋이 더 많아 질 경우 성능을 

추가로 개선하면서 아키텍처의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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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검출 속도를 개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정밀도와 재현율 성능에서 각각 반대의 경향성을 가진 Faster R-

CNN과 YOLO를 상호 보완하여 최상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앙상블 

중 Cascade 기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검출력이 높은 Faster R-

CNN의 결과에서 오탐의 발생을 YOLO로 보정해주었고 이를 통해 

미탐률 0.6%, 정확도 99.6% 라는 최상의 결과를 확인하여, 성능 

측면에서 Faster R-CNN과 YOLO의 앙상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형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최적 성능의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 부족, 비정형 결함 등의 문제로 자동화된 딥러닝 검사 시스템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적용된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며, 최상의 성능을 

보인 앙상블 학습 모델은 현장에서 실시간 검출에 적용하기에 느린 속도 

문제가 있다. 앙상블 학습은 높은 정확도를 획득할 수 있으나, 통합된 

아키텍처의 검출 시간을 모두 합하여 검출 되기 때문에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본 연구를 시작으로 현장에 비전 시스템과 본 연구의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저장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부족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데이터 수량 증대를 

통해 검출 속도가 개선된 검사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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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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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System for  

Detecting Atypical 
Defects of Physical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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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cessing technology based on deep learning that 

incorporate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t has been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domains with the establishment of smart factories. Although CNNs 

have achieved high recognition rates in image classification tasks, it 

is difficult to directly incorporate CNNs in industrial applications. In 

particular, lack of data i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while 

incorporating deep learning technology.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image processing, the presence of atypical defects at irregular 

positions and ambiguity between defects and design traits make it 

difficult to extract defects as featur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thods of data 

augmentation and to develop an optimum object detection network 

for film-coated materials that are used as the surfaces of home 

appliances. Data augmentation and image synthesis based on Po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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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diting were performed for sufficient data, and the augmented 

data was employed as a training dataset. The objective function was 

to maximize the accuracy and minimize the false negative rate. Object 

detection was subsequently applied for recognizing atypical defects 

present in a surface having various designs. By comparing and 

verifying the performances of various architectures, it is observed 

that a faster R-CNN with ResNet-101 as the feature extractor 

achieves the highest accuracy and less than 1% false negative rate in 

singular architectures. Furthermore, to complement each 

architecture, the ensemble learning method was applied to three 

models of object detection, and the best performance is found to have 

an accuracy of 99.6%. 

 

Keywords : Deep Learning; Data Augmenta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Object Detection; Ensembl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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