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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ECC단면 이미지의 섬유 분류 및 검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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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iber dispersion performance in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is a crucial factor with respect to achieving

desired mechanical performance. However, evaluation of the fiber dispersion performance in the composite PVA-ECC (Polyvinyl alcohol-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is extremely challenging because of the low contrast of PVA fibers with the cement-based

matrix. In the present work, an enhanced fiber detection technique is developed and demonstrated. Using a fluorescence technique

on the PVA-ECC, PVA fibers are observed as green dots in the cross-section of the composite. After capturing the fluorescence image

with a Charged Couple Device (CCD) camera through a microscope. The fibers are more accurately detected by employing a series

of process based on a categorization, watershed segmentation, and morphological reconstruction. 

Keywords : PVA fiber, categoriza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watershed algorithm, morphological reconstruction

1. 서 론

ECC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로 알려진 고

인성 섬유복합재료는 모르타르에 2% 이내의 합성섬유를

혼입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인장

변형률 경화거동을 보이는 고인성 섬유복합재료로서 포

틀랜드시멘트 (Portland cement)를 주 결합재로 사용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와 유사한 배합의 매트릭스를 사용하

며,
1)
 이 재료에 적용되는 합성섬유는 짧은 길이로 재단

된 단섬유 (chopped fibers) 형태의 유기섬유로써 매트릭

스 내부에 무작위로 분포하게 된다. ECC의 우수한 인장

성능은 섬유가 매트릭스의 균열 면에서 가교작용을 함으

로써 발현되기 때문에 섬유의 분산성이 복합재료의 성능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유의 분산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섬유의 종류와 섬유

의 검출 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이미지 분석 방법, X-ray

투과 방법 등을 통하여 강섬유,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과 같은 다양한 섬유의 분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

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2-6)

 이러한 방법 중에서 이미지

분석 방법은 섬유의 분산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

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절단된 단면을 관찰하여

섬유의 분산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최근에 Ozyurt 등
7)
은 AC-impedance 분광기법 (spectroscopy)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신속하게 섬유의 분산성을 평가하

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강섬유 또

는 탄소섬유와 같이 전도성을 갖고 있는 섬유에만 적용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PVA (polyvinyl alcohol)와 같은 유기섬유의

분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

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섬유 분산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서 섬유를 매트릭스로부터 검출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
. 특히 시멘트계 매트릭스

와 PVA 섬유의 명암비가 낮기 때문에 광학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서로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임의의 재료에 특정 파장

의 빛을 비추면 이와는 다른 특정 파장의 빛을 다시 반

사하는 특성인 형광 원리를 적용하였다. 이 원리를 이용

하면 낮은 명암비를 갖는 재료에서도 높은 분해능을 얻

을 수 있다.

형광 현미경 (fluorescen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이

미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Torigoe 등
9)
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형광 원리에 의하여 얻은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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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유의 개수를 수작업에 의하여 파악한 후, 이 자료

를 바탕으로 섬유분산성을 파악한 초보적인 단계였다. 따

라서 이 방법은 블록의 크기에 따라 섬유분산성 계수가

다르게 평가되는 등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김윤용 등
8)
은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과 통계적인 방법을

응용하여 자동으로 분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제

안한 바 있다. 제안된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은 형광 디

지털 이미지를 우선 이진화
10)
한 후, 이를 통하여 획득된

1차 검출 이미지에서 섬유 이미지의 유형을 4가지로 임

의 분류하여, 그 유형에 따라 분수령 알고리즘 (watershed

algorithm)
7)
을 적용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8)
를 토대로 섬유의 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회로망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적용하였다. 또한 분류된 각각의

섬유 이미지 종류에 따라 분수령 알고리즘 (watershed

algorithm)과 형태학적 재구성 (morphological reconstruction)

을 적용함으로써 섬유 검출의 정확도를 증진시키는 기법

을 개발하였다. 

2. 섬유 이미지의 섬유 검출 기법
 

2.1 개요 

마이크로역학 기법
1)
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설계된 PVA-ECC 실험체를 28일 동안 수중양생을 실시

하였으며, 양생된 실험체의 양 단면을 다이아몬드 커터

를 이용하여 두께 13 mm, 폭 36 mm, 높이 20 mm로 재단

하여 섬유분산성 평가를 위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형광

현미경으로부터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시편의 표

면을 그라인더로 연마한 후, 형광현미경 (Olympus, BX51)

을 통하여 시편을 관찰하였다. CCD가 탑재된 형광현미

경을 통하여 40배로 확대하여 촬영된 섬유 이미지에서

섬유만을 검출하기 위하여 먼저 칼라 이미지 (RGB image)

를 회색 이미지 (grayscale image)로 변환한 후 회색 이미

지를 이진 이미지 (binary image)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Fig. 1의 B,

D와 같이 모든 섬유를 정확히 검출하기 어렵다. 즉, 인

접한 여러 개의 섬유들이 하나의 섬유로 잘못 검출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단계의 추가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1단계는 분류 알고리즘 (Fig. 2)으로서 이진화 기

법
10)
에 의하여 1차 검출된 섬유 이미지 중에서 정확히

검출된 이미지와 여러 개의 섬유가 하나로 잘못 검출된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ANN

을 분류기로 이용하였다. 2단계는 1차 검출 알고리즘으

로 잘못 검출된 섬유 이미지를 정확히 재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분수령 알고리즘과 형태학적 재

구성 기법을 적용하였다. 

2.2 섬유 이미지의 분류

2.2.1 섬유 이미지의 유형

섬유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정확히

검출된 섬유 이미지와 인접한 여러 개의 섬유들이 하나

의 섬유로 잘못 검출된 섬유 이미지를 유형별로 구분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지 밝기의 정점 (peak)을 분

석하여 물체를 구분하는 분수령 알고리즘
11)
을 적용하였

다. 분수령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1차 검출된 섬유

이미지는 이미지의 밝기 값에 따른 정점의 개수를 물체

의 개수로 인식한다.

Table 1은 이진화 기법
10)
에 의하여 1차 검출된 섬유의

개수, 분수령 알고리즘에 의해 구분된 물체의 개수, 그

리고 원본 이미지로 직접 판단한 섬유의 개수를 각각 비

교한 것이다. Type S1은 3가지의 경우 모두가 1개의 섬

유 이미지이므로 1차 검출 결과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출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다

른 유형의 섬유 이미지는 분수령 알고리즘에 의해 구분

Fig. 1 Composite image obtained by combining original grayscale

image with detected binary image (the white line surrounding

gray particles)

Fig. 2 Proposed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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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체의 수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검출된

섬유 이미지의 형상과 구분된 섬유 이미지의 개수를 기

반으로 4가지로 분류하였다 (Fig. 3). Type N1과 Type

N2는 원본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면 하나의 섬유에 해당

하지만 분수령 알고리즘에 의하여 여러 개의 섬유로 과

도하게 인식되는 섬유 이미지이다. 분수령 알고리즘은 개

별 물체를 구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미지에서 노

이즈나 국부적인 밝기의 요철 (irregularity)이 있게 되면

과도하게 물체를 분리하는 과도 분할 (over-segmentation)

이 발생하게 된다.
12)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차 검출 이외

의 추가적인 검출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지 형상 측

면에서 Type N1은 섬유의 방향이 촬영 방향과 평행하여

절단면에서 보이는 섬유 이미지 형상이 원에 가까우며,

Type N2는 섬유의 방향이 촬영 방향과 수직에 가까워

섬유 이미지의 변장비가 큰 형상을 나타낸다. Type N3

은 주로 Type S1의 섬유들이 군집되어 있어 단일 섬유

로 잘못 검출된 경우이며, Type N4는 Type N1과 Type

N2의 섬유들이 군집되어 잘못 검출된 유형이다. 따라서

Type N3과 Type N4 유형은 개별 섬유로 정확히 검출하

기 위하여 추가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Type N4의 경우

섬유 이미지의 형상이 길이가 긴 특징이 있으므로 국부

적인 밝기의 요철이 흔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분수

령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 과도 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2 특징 추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섬유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 섬유 이

미지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

과정이다. 특징 추출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동

일 유형의 물체에 대해서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다른

유형의 물체에 대해서는 구분이 될 정도로 다른 값을 나

타내어 물체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입력 값의 차원을 줄여 계산 시간을 단축하고 중요한 정

보는 보존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미지에서 물체 특징은 색상, 질감, 형상 및 위치 등이 있

다. 다양한 특징들 중에서 섬유 이미지는 색상 및 질감

이 거의 같기 때문에 섬유 유형들을 분류하는데 적합한

특징이 아니다. 위치 또한 개별 섬유들이 무작위로 (random)

분포하기 때문에 적절한 특징이 아니다. Fig. 3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섬유 이미지의 형상만이 섬유 이미지의 유

형을 분류하는데 적절한 특징이 된다. 형상과 관련된 간

단한 형상 기술자로는 물체의 면적 (Aob), 최소볼록집합

(convex hull)
13)
의 면적 (Ach), 외접원의 면적 (Acc), 둘레

의 길이 (perimeter: lp), 물체의 장변 길이 (ll)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 기술자들은 형상에 대한 특징이 가

져야 하는 회전 (rotation), 이동 (translation), 크기 (scale),

그리고 밝기 변화 (illumination change) 등의 변환에 대하

Table 1 Type of fiber image

Type
Number of fibers

(thresholding algorithm
10)

)

Number of segmented 

objects(watershed algorithm)

Most probable

number of fibers*
Example

Single fiber Type S1 1 1 1

Possible

single fiber

Type N1 1 More than 2 1

Type N2 1 More than 2 1

Type N3 1 More than 2 More than 2

Type N4 1 More than 2 More than 2

*These numbers are obtained from fluorescence image observations

Fig. 3 Typical fiber image according to fiber imag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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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변 특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섬유 이미지를 4가

지 유형 즉, Type N1, Type N2, Type N3과 Type N4

로 분류하기 위한 특징으로 이러한 변환에 대하여 불변

특성을 가지는 5개의 특징값을 형상 기술자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특징값은 Solidity (Fs)로서 물체의 면적을 최

소볼록집합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Type N1과

Type N2와 같은 유형을 다른 유형과 분리하는데 적합하

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1)

두 번째 특징값은 Packing density (Fc)로서 물체의 면

적을 물체의 외접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 특징값은 Type N1과 같은 유형을 다른 유형과 분리

하는데 적합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2)

Fc는 Fig. 4(a)와 같이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물체의 경

우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Fig. 4(b)와 같이 원에 가

까운 물체의 경우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또한 Fc와

섬유가 단면과 기울어진 각도는 식 (3)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섬유의 기울어진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Fig. 5).

 (3)

여기서 θ는 섬유가 단면에서 기울어진 각도이며, d는 섬

유의 지름이다. l은 단면에서 섬유가 나타내는 타원의 장

변 길이이다. 따라서 Fc는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 θ에 대

하여 cosθ와 같다.

세 번째 특징값은 단위 면적당 둘레 (Fp)로서 둘레 길

이를 물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Fp는 Type N3과 같

은 유형을 다른 유형과 분리하는데 적합하며 이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4)

또 다른 특징값은 Fl과 Frl로서 장변 길이를 물체의 면

적과 모든 섬유 이미지들의 평균 장변 길이 (lavg)로 각

각 나눈 값이다 (식 (5)와 (6)). 이들은 Type N2와 Type

N4를 다른 유형과 분리하는데 유용한 값이다.

 (5)

 (6)

Fig. 6은 1,350개 섬유 이미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유형별로 5가지 특징값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분류기로 사용되는 ANN의

학습에 사용되었다. 

Fs

Aob

Ach

--------=

Fc

Aob

Acc

--------=

Fc

πdl/4

πl2/4
--------------

d

l
---

d

d/ θcos
----------------- θcos= = = =

Fp

lp

Aob

--------=

Fl

ll

Aob

--------=

Frl

ll

lavg

--------=

Fig. 4 Two types of objects surrounded by a circumscribed

circle for (a) relatively low packing density and (b)

relatively high packing density

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lined angle of the fiber

and the packing density; (a) plan view on the cutting

plane; and (b) side view at the section of A-A.

Fig. 6 Scatter plot matrix of Fs, Fc, Fp, Fl, and Frl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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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ANN을 이용한 분류기 구축

1) ANN의 구조 결정

ANN을 주어진 데이터베이스로 학습할 경우, 그 데이

터베이스에 포함된 지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최적화 할 수 있다. 또한 ANN의 문제 해결 능

력은 네트워크의 복잡도 (complexity)에 의해 결정되는데,

네트워크의 복잡도는 은닉층 (hidden layer)의 수, 뉴런의

복잡도 (전달 함수; transfer function), 각 노드를 연결하

는 가중치 (weight)의 동적범위 (range of interconnections),

그리고 은닉 노드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ANN의 최적 구조란 문제의 복잡도와 ANN 구조의 복잡

도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으

면서도 가장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Ockam's Razor 원리). 

Moody and Yarvin
14)
은 여러 전달 함수의 성능을 비교

하였는데, 그 결과 시그모이드 전달함수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이

즈가 포함되거나 비선형성을 갖는 문제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은닉층의 각 뉴런에는 식 (7)

과 같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함수 (hyperbolic

tangent sigmoid function)를 전달함수로 사용하였으며, 결

과층 (output layer)은 식 (8)과 같은 선형 함수를 전달함

수로 사용하였다.

 (7)

 
(8)

또한 은닉층의 수는 시그모이드 전달 함수 (sigmoidal

transfer function)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은닉층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논문

에서는 하나의 은닉층을 사용하였다.
15,16)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데 학습 방법은 과적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중치

감소 (weight decay)
17)
항이 추가된 레벤버그 마  알고리즘

(Levenberg-Marquardt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이 학습 알

고리즘에서 오차 함수 (error function)는 식 (9)와 같다.

(9)

여기서 λ는 감쇠 변수 (damping parameter)이고, α는 조정

변수 (regularization parameter)이다. 또한 C는 가중치 집합

을 나타내고, Wold와 Wnew는 각각 현재의 가중치와 새로

운 가중치를 나타낸다. 식 (9)에서 두 번째 항은 선형 근

사가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각 단계 (step)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항은 가중치 감소항이며,

첫 번째 항은 현재의 오차를 나타내고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t와 y는 각각 목표값 (target value)과 결과값 (output

value)을 나타낸다. 역전파 (back-propagation) 네트워크에

서 결과 노드의 오차는 노드 사이의 가중치를 수정하면

서 은닉층의 노드를 통해 입력층 (input layer)의 노드로

전달된다. 수정된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식 (11)과 같다. 

(11)

여기서 Z는 오차를 가중치와 바이어스로 1차 편미분한

Jacobian matrix이고, I는 identity matrix이다.

2) 학습 결과

은닉 노드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은닉 노드의 수를

1개부터 10개 까지 증가시켜가면서 10-fold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 검증 데이터에 대해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은

닉 노드의 수를 최적의 구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초기값에 대한 영향을 피하고자 10

회씩 반복 수행하였다. 2.2.2절에서 기술한 5개의 특징값

은 입력값으로 사용되고 ANN의 학습을 위한 결과층의

목표값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Fig. 7은 은닉 노드

의 수에 따른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성능 (정확

도)을 나타낸 것이다.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적

구조는 5-4-4로 결정되었다. 정확도는 기 분류된 유형과

ANN이 분류한 유형의 일치 정도로 계산하였다. 섬유 이

미지의 유형을 평가하기 위한 ANN은 전체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하여 학습을 통해 구축하였다. Table 3은 Jack

knife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를 나타내며, Tables 4와 5는

f x( )
2

1 e
2x–

+
------------------ 1–=

f x( ) x=

E w( ) ε wold( ) λ wnew wold–( )2⋅ α

2
--- wi

2

i C∈

∑⋅+ +=

ε wold( ) 1

2
--- t

m
y

m
wold( )–[ ]

2

m 1=

M

∑=

wnew wold Z
T
Z I λ α+( )+[ ]

1–
Z

T
ε wold( ) α+ wold⋅[ ]⋅–=

Table 2 Desired outputs for learning

Type N1 Type N2 Type N3 Type N4

Node 1 1 0 0 0

Node 2 0 1 0 0

Node 3 0 0 1 0

Node 4 0 0 0 1

Fig. 7 Performance on the training sets and test sets versus

number of hidden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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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학습된 ANN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나타낸다. 

Tables 4와 5에 제시된 값과 식 (12)를 통해 인공신경

회로망을 분류기로 사용할 수 있다.

(12)

여기서 x는 입력노드의 값으로서 5가지 특징값이 식 (13)

과 (14)에 의해 −1부터 1의 값으로 변환된 값이 입력된

다. W와 b는 각각 Table 3에서 가중치와 바이어스이며,

Ω와 β는 Table 4에서 가중치와 바이어스이다.

x = fmapping(<Fs Fc Fp Fl Frl >
T
)  (13)

(14)

여기서 각 특징값의 최소값은 각각 (0.3913, 0.028, 0.2461,

0.0512, 0.3996)이며, 최대값은 각각 (1, 0.962, 1.0365, 0.4538,

10.532)이다.

2.3 군집을 이루는 섬유 이미지의 재검출

 

2.3.1 분수령 알고리즘 (Watershed algorithm)

Type N3과 Type N4와 같이 실제로 군집을 이루는 섬

유 이미지들이 하나의 섬유로 잘못 검출된 섬유 이미지

들을 정확히 검출하기 위하여 분수령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분수령 알고리즘은 Digabel and Lantuèjoul
18)
에 의

해 처음 제시되었고, Beucher and Lantuèjoul
19)
에 의해 회

색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확

대되었다. 현재 분수령 알고리즘은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미지에서 밝기값의 차이로 구분되는 물체들을 분

리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20)

 이 연구에서는 Vincent

등
11)
에 의해 제안된 침수 분석 방법(immersion analysis)

을 적용하였다. 

2.3.2 형태학적 재구성(morphological reconstruction) 

2.2.1 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watershed algorithm을 이

용하여 물체를 구분할 경우 이미지에서 국부적인 밝기의

요철 (irregularity)이 있게 되면 과도하게 물체를 분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

서는 형태학적 재구성 기법을 적용하였다. 표준 형태학적

재구성에서 마스크 이미지 (mask image: g)는 마커 이미

지 (marker image: f)를 반복적으로 팽창 (dilation) 시키면

서 이미지가 안정화 될 때까지 반복하여 재구성한다. 이

때 두 이미지의 크기는 동일해야 하며 각 화소의 밝기

값은 f ≤ g 관계를 만족한다.
21)

 Fig. 9는 재구성된 이미지

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마스크 이미지는 원래 이

미지이며, 마커 이미지는 마스크 이미지로부터 상수 (h)

를 빼서 만든 이미지이다.

y x( ) Ω f sigtan
w x b+⋅( ) β+⋅=

fmapping t( )
2 t1 t1 min,

–( )
t1 max,

t1 min,

–
--------------------------------- 1–   

2 t2 t2 min,

–( )
t2 max,

t2 min,

–
--------------------------------- 1Λ–⎝ ⎠

⎛ ⎞ T

=

Table 3 Performance of the classifier (ANN)

Actual

classification

ANN classification Accuracy

(%)Type1 Type2 Type3 Type4 Total

Type N1 378 0 9 0 387 97.7

95.3
Type N2 1 35 0 3 39 89.7

Type N3 11 3 822 11 847 97.0

Type N4 0 1 24 52 77 67.5

 

Table 4 Weights and biases between input nodes and hidden nodes

No. of hidden

node

Weight No. of input node
Bias

1 2 3 4 5

1 10.2393 -10.9365 −0.32024 1.5352 0.62876 −10.6371

2 −2.6915 10.9065 −0.66608 2.569 0.085093 6.2862

3 7.4755 7.1193 1.0483 −2.0949 1.8291 −6.4943

4 1.3368 -2.7695 1.2136 4.2222 2.1807 6.9664

Table 5 Weights and biases between hidden nodes and hidden nodes

No. of hidden node
Weight No. of input node

Bias
1 2 3 4

1 −0.00035 −0.00047 −1.0082 −2.2267 −2.2184

2 0.97556 −0.01287 −0.004778 −0.021939 −0.03275

3 −0.07481 0.93743 −1.005 −2.2198 −1.1917

4 −0.90025 −0.92411 −0.00813 −0.05252 −0.91684

Fig. 8 Watershed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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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수값의 크기에 따라 국부 최소/최고가 제거되며,

이 연구에서는 시행착오법을 적용하여 20의 값을 적용

하였다. 

Fig. 10은 향상된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먼저 1차 검출 (이진화 기법)에 의하여 하나의 섬유로 검

출된 섬유 이미지는 분수령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분되는

섬유의 개수에 의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즉, 분수

령 알고리즘에 의해 구분된 섬유의 개수가 1개이면 확

실한 1개의 섬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Type S1으로 분류

되고, 그렇지 않으면 Type N으로 분류된다. Type N으로

분류된 섬유 이미지는 실제 하나의 섬유를 나타내지만

분수령 알고리즘의 과도 분할에 의하여 여러 개의 섬유

로 나타난 경우 (Type N1과 Type N2)와 1차 검출에 의

해 1개의 섬유로 잘못 검출된 경우 (Type N3과 Type N4)

로 나뉘게 되며, ANN에 의해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Type S1, Type N1과 Type N2는 1차 검출에서 섬유가

정확히 검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출 과정이 없고,

Type N3은 분수령 알고리즘에 의해 섬유를 정확히 검출

하는 과정이 추가 수행된다. Type N4는 긴 섬유 이미지

의 밝기값 요철에 의하여 과도 분할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태학적 재구성 과

정이 먼저 수행된 후, 분수령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섬유

를 검출하게 된다. 

3. 검증 및 분석

이 논문에서 제안한 섬유 검출 기법의 실효성 및 정확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섬유의 크기와 제안된 섬유 검

출 알고리즘으로 검출하여 계산한 섬유의 크기 (직경)를

비교하였으며, 또한 검출 알고리즘 별로 검출 성능을 비

교하였다. 

3.1 검출된 섬유의 직경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먼저 실제 섬유의 직경

과 제안된 섬유 검출 알고리즘으로 검출하여 계산한 섬

유의 직경을 비교하였다. Fig. 11은 제안된 섬유 검출 알

고리즘을 통해 검출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6

은 실제 섬유의 직경과 검출된 섬유의 직경을 비교한 결

과이다.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된 알고리즘

을 통해 검출한 결과 실제 섬유의 크기보다 6.84% 크게

검출 되었다. 이는 이진화 기법에 의하여 물체와 배경을

Fig. 9 Morphological reconstruction to minimize over- segmentation

in detection of Type 3 fiber image

Fig 10. Flow chart of enhanced detection algorithm
Fig. 11 Comparison of original fiber image and detected fib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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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segmentation)하는 밝기값의 역치 (threshold)가 다

소 작은 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면적 대비 섬유

의 면적을 계산하는 등 섬유의 크기를 정확히 검출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적의 역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와 같이 섬유의 분산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섬유의 크기보다 섬유의 위치가 더욱

중요하므로, 10% 이내의 크기 오차는 허용할 수 있는 범

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섬유 검출 성능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섬유 검출 성능을 검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총 3가지 알고리즘의 결과를 서

로 비교하였다. 비교한 알고리즘은 1차 검출 후 추가적

인 검출 과정이 없는 이진화 알고리즘, Type N3과 Type

N4를 재검출하기 위하여 분수령 알고리즘을 추가한 알

고리즘, 그리고 Type N4를 검출하는데 선수행 과정 (pre-

process)으로 형태학적 재구성을 추가한 알고리즘이다. 3

번째 알고리즘이 이 연구에서 최종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Fig. 12는 각 알고리즘 별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섬유 이미지를 나타내며, 개별 섬유로 검출된 결

과를 각 섬유의 무게 중심에 흰 점으로 나타내었다 (Fig.

13). Fig. 13에서 A, B, C, D는 전형적인 Type N3 섬유

이미지로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이

진화 알고리즘에 의하여 발생된 오류, 즉 인접한 여러

개의 섬유들을 1개의 이미지로 검출한 오류가 바로 잡

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에서 E, F, G는 전형적

인 Type N4 섬유 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13(c)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학적 재구성을 우선 수행함으로써 분수령

알고리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 분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검출된 섬유는 김윤 용 등
8)
이 제시한 기법을 통하여 섬유의 분산성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PVA-ECC의 섬유 분산성을 보다 정확하

게 평가할 수 있는 섬유 검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섬유 이미지의 유형별 분류 기법, 분류된 섬유의

유형에 따라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이루어진

다. 이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PVA-ECC의 섬유 분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섬유 검

출 기법의 절차는 1) 시편의 준비, 2) 형광 이미지

획득, 3) 섬유 이미지 검출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검

Table 6 Diameter of fiber image, which is equivalent to the

minor axis length

Real Test 1 Test 2 Average Error (%)

Diameter of fiber (µm) 39.5 42.1 42.3 42.2 6.84

Fig. 12 Test image

Fig. 13 Test results, where the white point located on the

grayscale image (fiber) indicates the center of the

detected fib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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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형광 이미지는 자동으로 섬

유와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이진 (binary) 이미지로

변환된다. 이 때 이진화 기법을 이용한 1차 검출 결

과 인접한 여러 개의 섬유가 1개의 섬유로 검출되

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2) 1차 검출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먼저 섬유 이

미지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우선, 1차 검출된 섬유

이미지에 분수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밝기 정점

(peak)의 개수가 1인 경우 (Type S)와 2 이상인 경우

(Type N)로 구분하였다. Type N 유형은 검출 오류

여부와 이미지의 형상 특징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

(Type N1, Type N2, Type N3, Type N4)으로 재

분류하였는데, 이 때 형상 특징값으로 추출된 Fs,

Fc, Fp, Fl, Frl 등을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ANN을 학습함으로써 유형 분류기를 구축하였다.

3)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섬유 이미지 중에서 1차

검출에 오류가 있는 유형 (Type N3과 Type N4)에 대

하여만 적용하는 재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Type N3에 대하여는 분수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섬유를 검출하도록 하였고, Type N4는 분수령 알고

리즘의 과도 검출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형태학적 재구성 과정을 먼저 수행한 후 분수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섬유를 검출하도록 알고리즘

을 구성하였다. 

4) 제안한 검출 기법의 정확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섬유의 직경과 검출된 이미지에서 섬

유의 직경을 비교한 결과, 6.84%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분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섬유의 위치에 비하여 섬유의 크기가 상대적으

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허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의 검출

알고리즘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비교하

여 본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섬유

이미지의 검출 성능의 현저히 증진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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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섬유복합재료의 우수한 인장 성능은 섬유가 매트릭스의 균열 면에서 가교작용을 함으로써 발현되기 때문에

섬유의 분포 특성이 복합재료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PVA 섬유를 보강 섬유로 사용하는 섬유

복합재료의 경우 PVA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낮은 명암비와 PVA의 비전도성 특징으로 인하여 섬유의 위치 및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히는 방법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PVA 섬유를 보강 섬유로 사용하는 섬유

복합재료의 섬유 분포 특성 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인 섬유의 검출에 대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형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얻은 섬유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분

류된 섬유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분수령 알고리즘 (watershed algorithm)과 형태학적 재구성 (morphological reconstruction)

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히 섬유를 검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섬유 이미지를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으며, 인공신경회로망 (ANN)을 분류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형상 특성을 나타내는 5가지 특징값 즉, Fs, Fc, Fp, Fl과

Frl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특징값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ANN을 학습하여 분류기를 구축함으로써 섬유의 유

형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가지 섬유 이미지 유형 중에서 잘못 검출된 섬유이미지를 분수령 알고

리즘과 형태학적 재구성을 통하여 섬유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PVA 섬유, 인공신경회로망(ANN), 분수령 알고리즘, 형태학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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