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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세라믹 소재의 영상에서 비파괴 검사를 위한 사람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함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결함 의심 부분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명암
도의 차이를 통해 배경이 제거된 관심 영역에서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여 관심 영역의 명암 대비
를 강조한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두께의 세라믹 소재 영상에 대해 안정적으로 결함을 추출하기 위해 설계
되었다. 실험은 명암이 강조된 ROI 영역에서 8, 10, 11, 16, 22mm 영상의 결함 영역 검출을 실험했는데 다른 경우는 
히스토그램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의 후보 영역을 추출하지만 8mm 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 결함의 밝기값
과 잡음의 밝기값이 유사하여 허위 양성 영역이 결함으로 추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mm는 개선된 퍼지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제안된 방법을 다섯 종류의 세라믹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검출 방법이 기존의 검출 방법보다 모든 두께의 세라믹 영상에서 효과적으로 결함 영
역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mputer vision based automatic defect detection method from ceramic image for 
non-destructive testing. From region of interest of the image, we apply brightness enhancing stretching algorithm first. 
One of the strength of our method is that it is designed to detect defects of images obtained from various thicknesses, 
that is, 8, 10, 11, 16, and 22 mm. In other cases we apply histogram based binarization algorithm. However, for 8 mm 
case, it may have false positive cases due to weak brightness contrast between defect and noise. Thus, we apply 
modified fuzzy binarization algorithm for 8 mm case. From the experiment, we verify that the proposed method shows 
stronger result than our previous study that used Blob labelling for all five thickness cases a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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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파괴 검사란 재료나 제품의 원형과 기능에 물리적 

변화를 주지 않고 결함의 유무와 상태 또는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을 알아내는  검사를 말한다. 비파괴 검사

의 방법으로는 방사선 비파괴, 초음파 비파괴, 자기 비

파괴, 침투 비파괴, 와전류 비파괴, 누설 비파괴, 음향방

출 비파괴 등 다양한 비파괴 검사 방법이 있으며, 세라

믹의 경우는 주로 침투 비파괴 검사 방법을 이용한다.  

비파괴 검사의 목적은 재료와 제품의 원형을 변형시키

지 않음으로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가 절감, 인

력 단축,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한 제조기술 향상 등 이

이다. 하지만 비파괴 검사를 통해 얻은 영상은 점검자

의 육안 검사에 의한 수작업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점검자의 주관과 경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

(점검자 효과), 제품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며, 시간, 

인력과 비용 등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통해 획득한 

세라믹 영상에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함 부분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분야는 의외로 다양한 연구가 있지는 않은데 흠집의 

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퍼지 문턱값 결정 알고리즘[2]

을 사용하거나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3]

을 사용하거나 그 둘을 조합하여 MRI 영상에서 흠집

을 검출하는 방법[4]이 있다.  그러나 영상의 명암도 

차이 및 그 분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검출의 안정성

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제안된 방법은 오츠 

이진화, 퍼지 이진화 및 명암 대비 스트레칭 등의 다양

한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의 명암 대비가 불

량할 경우에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자동 검출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검출 방법이었던 Blob 

Labeling 활용 방법[5]의 경우에는 수평과 수직 에지를 

검출하여 윤곽선 추적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 영역의 

경계를 보정하였으나 다양한 두께의 세라믹 소재 영

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경우에는 검출의 효율성이 낮

아지는 문제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실적으로 활

용도가 높은 두께 8mm, 10mm, 11mm, 16mm, 22mm

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제안된 방법의 검출 효율성을 

실험한다.

Ⅱ. 제안된 결함 영역 검출 방법

2.1. 세라믹 영상에서 배경제거

세라믹 소재 영상에서 결함 영역의  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 단계로 배경을 제거한다. 그 과정은 그

림 1과 같다.

Fig. 1 Background Elimination Process from Ceramic 
Image

세라믹 소재 영상에서 명암도의 밝기값을 히스토그

램으로 적용하면 두 개의 산봉우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지역 기반 오츠 이진화[6]를 세라믹 소재 영상에 적용한

다. 지역 기반 오츠 이진화는 식 (1)과 같다. 식(1)에서 

과은 클래스 간의 가중치이고, 과 는 클래스 

간의 분산값을 의미한다.


   

  
 (1)

그림 2(a)와 같은 세라믹 소재 영상에 지역 기반 오츠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2(b)와 같다.

(a) original Image (b) Region based Otsu 
Binarization

Fig. 2 Effect of Region based Otsu Bi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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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오츠 이진화가 적용된 영상에서 ROI 영역

을 추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양방향 소벨 마스크를 적

용하여 윤곽선을 검출한다[7]. 지역 기반 오츠 이진화를 

적용한 그림 3(a)에서 양방향 소벨 마스크를 적용한 결

과는 그림 3(b)와 같다.

(a) After Otsu Binarization (b) Bidirectional Sobel 
Mask

Fig. 3 Effect of Bidirectional Sobel Mask

윤곽선이 검출된 세라믹 소재의 영상에서 수평으로 

4등분한 후, 좌표를 탐색하여 가장 높은 좌표 값을 가지

는 좌표를 기준으로 ROI 영역을 추출한다. 양방향 소벨 

마스크를 적용한 그림 4(a)에서 ROI 영역을 추출한 결

과는 그림 4(b)와 같다.

(a) Bidirectional Sobel 
Mask

(b) Result ROI

Fig. 4 ROI Extraction Result

결함 영역 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ROI 영역과 

최소값 필터가 적용된 ROI 영역간의 명암도 차이를 구

하여 배경을 제거한다. 

식(2)는 배경을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낸 식이다. 식

(2)애서 는 ROI 영역에서의 밝기 값이고 

는 최소

값 필터와 ROI 영역간의 차이이다. max는 

의 히스

토그램 정보에서 최대 명암도 값 이다. 

  의 명암도 

값이 max  보다 적으면 최소 명암도 값으로 설정하여 

ROI 영역에서 배경을 제거한다.



   

i f

 max    



 



                   (2)

                    

모든 mm ROI 영역에서 배경을 제거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a) 8mm ROI (b) 8mm Background 
Eliminated

(c) 10mm ROI (d) 10mm Background 
Eliminated

(e) 11mm ROI (f) 11mm Background 
Eliminated

(g) 16mm ROI (h) 16mm Background 
Eliminated

(i) 22mm ROI (j) 22mm Background 
Eliminated

Fig. 5 Background Elimination from Various Thicknesses

2.2. ROI 영역 에서 결함 영역 검출

배경이 제거된 ROI 영역에서 결함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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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fect Region Extraction Processes

배경이 제거된 ROI 영역인 그림7(a)에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7(b)와 같다.

(a) Background eliminated 
Image

(b) After Applying Modified 
Brightness Stretching

Fig. 7 Effect of Applying Modified Brightness Stretching

10mm, 11mm, 16mm, 22mm ROI 영역에서 히스토

그램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 후보 영역을 추출한

다[8]. 8mm 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 결함의 밝기값과 

잡음의 밝기값이 유사하여 히스토그램 기반 이진화를 

적용한 경우에는 잡음 영역이 결함 영역으로 이진화가 

되어서 결함의 후보 영역에서 결함 이외의 영역이 결함

으로 검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8mm 영상에 대해서는 개선된 퍼지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개선된 퍼지 이

진화 기법에서 은 식(4)와 같이 구한다. 식(4)에

서 n은 높이, m 는 넓이이며, MD 는 평균편차를 나타낸 

것이며, SD 는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











  

 


×











 


 

              (4)

 이상이면 최대 밝기값, 미만이면 최소 밝기값 

으로 설정하여 이진화 한다. 개선된 퍼지 이진화 소속 

함수는 그림 8과 같다.

Fig. 8 Membership Function of Modified Fuzzy Binarization

명암 대비 스트레칭 기법이 적용된 그림 9(a)와 같은 

8mm ROI 영역에 개선된 퍼지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9(b)와 같다. 명암 대비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한 그림 9(c)과 같은10mm ROI 영역에 히스토그램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9(d)와 같다.

(a) 8mm 
Brightness Stretched

(b) 8mm
Fuzzy Binarized

(c) 10mm 
Brightness Stretched 

(d) 10mm
Histogram Binarized

Fig. 9 Comparing Fizzy Binarization with Histogram 
Binarization

배경이 제거된 ROI 영역에서 결함 영역 검출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한다. 개선된 명암 대비 스트레칭은 식(3)과 같이 

구한다. 식(3)에서 은 배경이 제거된 ROI 영역의 명

암도 값을 나타낸 것이며 은 스트레칭이 적용된 

명암도 값이다.

i f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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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후보 영역에서 미세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

간값 필터 기법을 적용한다. 결함 후보 영역에서 중간

값 필터가 적용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a) 8mm
Fuzzy Binarized

(b) 8mm
Median Filter

(c) 10mm
Histogram Binarized

(d) 10mm
Median Filter

Fig. 10 Effect of Median Filter

(a) 8mm
Fuzzy Binarized

(b) 8mm
Defect Extraction

(c) 10mm
Histogram Binarized

(d) 10mm
Defect Extraction

(e) 11mm
Fuzzy Binarized

(f) 11mm
Defect Extraction

(g) 16mm
Histogram Binarized

(h) 16mm
Defect Extraction

(i) 22mm
Histogram Binarized

(j) 22mm
Defect Extraction

Fig. 11 Defect Extraction Result

중간값 필터가 적용된 ROI 영역에서 결함 영역을 복

원하기 위해 침식, 팽창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함 영역을 검출한다. 침식 및 팽창 기법을 적용하여 

세라믹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결함 영역을 검출한 결과

는 그림 11과 같다.

Ⅲ.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세라믹 영상을 대상으로 결함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Intel(R) Core(TM) i5-3337U CPU 

8.00GB RAM이 장착된 PC상에서 Visual Studio  2015 

C#으로 구현하였으며, 실험 표본은 서로 다른 비파괴 

검사에서 획득한 1360x1024 크기를 가진 8mm, 10mm, 

11mm, 16mm, 22mm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8mm 9장, 10mm 2장, 11mm 2장, 16mm 4장, 22mm 

10장의 세라믹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전의 결

함 검출 방법[5]보다 제안된 방법이 모든 두께의 영상에

서 비교적 정확히 결함 영역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기존의 결함 검출 방법과 제안된 결함 감출 방법 간

의 검출 개수를  비교하여 표 1로 나타내었다.

Table. 1 Experiment Result

Conventional method[5] Proposed method

8mm 5/9 9/9

10mm 3/3 2/2

11mm x 2/2

16mm x 3/4

22mm x 9/10

세라믹 영상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결함 영역을 검출

한 결과는 그림 12 (a)와 같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

법으로 결함 영역을 검출한 결과는 그림 12 (b)와 같다.

제안된 방법으로 세라믹 영상에서 결함 영역을 검출

할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일부 16mm, 22mm 세라믹 영

상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결함 영역과 배경 영

역간의 밝기값의 차이가 적어서 그림 13의 (b)와 (d)와 

같이 배경 영역까지 결함 영역으로 추출되는 경우가 발

생하였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11 : 2121~2127 Nov. 2017

2126

(a) Defect Detection Result by Previous Method 

(b) Defect Detection Result by Proposed Method 

Fig. 12 Comparing Proposed Method with Previous 
Research[5]

(a) 16mm original Image (b) 16mm Incorrect Defect 
Detection

(c) 22mm original Image (d) 16mm Incorrect Defect 
Detection

Fig. 13 Detection Failures from Proposed Method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통해 획득한 세라믹 소

재 영상에서 결함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양방향 소벨 마스크 기법을 적용하여 ROI 영역을 추출

한 후, ROI 영역에서 최소값 필터를 적용하여 배경을 

제거하였다. 

배경이 제거된 ROI 영역에 개선된 명암대비 스트레

칭 기법을 적용한 후, 개선된 퍼지 이진화 기법과 히스

토그램 이진화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의 후보 영역을 추

출하였다. 결함 후보 영역에서 중간값 필터, 침식, 팽창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함 영역을 검출하였다. 

다양한 두께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다양한 

두께의 영상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동 검출에 성

공하였고 2015년의 결과[5]보다 개선된 검출 성능을 보

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제안된 방법을 기반으로  결함의 

크기를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Fuzzy SVM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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