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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CNN 구조의 비교

  Comparison of CNN Structures for Detection of Surface Defects 

최 학 영* ․ 서 기 성

(Hakyoung Choi ․ Kisung Seo)

Abstract A detector-based approach shows the limited performances for the defect inspections such as shallow fine cracks 

and indistinguishable defects from background. Deep learning technique is widely used for object recognition and it’s 

applications to detect defects have been gradually attempted. Deep learning requires huge scale of learning data, but 

acquisition of data can be limited in some industrial applicati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NN which is one of the deep 

learning approaches for surface defect inspection is investigated for industrial parts whose detection difficulty is challenging 

and learning data is not sufficient. VOV is adopted for pre-processing and to obtain a resonable number of ROIs for a data 

augmentation. Then CNN method is applied for the classification. Three CNN networks, AlexNet, VGGNet, and mofified 

VGGNet are compared for experiments of defect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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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머신 비전에 의한 산업용 부품의 결함 검사가 다양화되고 확

장되면서[1], 난이도가 높은 결함 검사에는 검출자 기반의 접근

이 성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조명의 불균일한 반사나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결함과 주변의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결함을 검출하기가 더욱 어렵다. 한편 딥러닝 기법이 물체 인식

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결함 검출에 대해서도 점차 적용이 시

도되고 있다[2,3]. 

딥러닝 기법중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4]이 

영상 인식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CNN은 자동적

인 특징 추출 기능이 강력하여, 특징 추출을 위한 전처리 필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출 목적이나 검사가 수

행될 대상 영상의 상태에 따라 CNN 만의 적용 또는 전처리 필

터와의 결합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물체 인식 분야에서 

AlexNet(8층)[5]을 기반으로 VGGNet[6](19층), GoogLeNet(22

층)[7], ResNet(152층)[8] 등 최근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개발되

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부품의 결함은 해상도가 높은 영상에서 작은 결

함을 발견을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CNN 네트워크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신의 규모

가 큰 GoogLeNet과 ResNet은 제외하고, AlexNet과 VGGNet을 

우선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다. AlexNet은 11x11 크기의 

conv 필터를 사용하지만, VGGNet은 3x3 크기의 작은 conv 필

터를 여러 개 사용한다. 참고로 3x3 conv 필터 2개는 5x5 conv 

필터 하나와 동일하고, 3x3 conv 필터 3개는 7x7 conv 필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산업용부품의 결함은 해상도가 높은 영상에서 작은 결함을 발

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VGGNet 보다 pooling 

layer의 층수를 줄여서 pooling layer를 거치며 줄어드는 특징의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수정된 VGGNet이라고 명한

다. 산업용 부품의 표면 결함 검출에 대해서 AlexNet, VGGNet, 

그리고 수정된 VGGNet의 3가지 CNN 구조의 성능을 비교한다.

2. 결함 검출과 딥러닝 기법

2.1 결함 검출 문제의 특성

산업용 부품 등에서 표면 결함의 종류는 크랙, 스크래치, 흠집등

을 포함한다.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매끄럽지 않은 경우, 표면 

배경과 결함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 그림 1은 관련 산업용 부품의 

표면 예이다. 아래 사진은 비교적 결함이 뚜렷한 경우만을 모아 놓

은 것이지만, 조명의 불균일로 인한 주변의 배경 영상이 결함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질 특성과 가공 과정에서 포함되는 

배경 무늬들과 조명의 결합은 결함의 검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2.2 딥러닝 적용시 고려 사항

딥러닝은 기존의 필터나 새로운 필터를 설계해서 접근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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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면 결함의 예

Fig. 1 Exmaples of surface defects

법이 한계를 보이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능 개

선의 기대 또는 비교를 위해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방대한 연산량과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

라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응용 문제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다. 

고해상도 영상의 경우 딥러닝의 적용시 적정수의 후보영역군

(ROI) 선택이 필요한데, 기존의 CNN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너

무 많은 수의 후보영역군이 추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표면 

결함과 같이 검출 부위가 작고 한 영상내에 복수개의 결함이 존

재하는 경우는 ROI 수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검출 목적 및 대상 영상에 따라 CNN 만의 또는 전처

리 필터와의 결합 기법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수의 의미있는 ROI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처

리 필터와 CNN의 결합 기법을 적용한다. 전처리 필터로는 픽셀

값에 대한 분산을 기e로 한 VOV(Variance Of Variance) [9]를 

적용한다. 이 접근법은 충분한 데이터 획득이 제한적인 경우에 

학습용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 CNN 기반 결함 검출 기법

3.1 CNN(Convoltional Neural Network)

딥러닝의 한 종류로 영상인식에 주로 사용되는 CNN은 1989

년 LeCun이 발표하였으며, 학습 방법의 개선과 병렬처리 하드웨

어의 발전으로 ILSVRC-2012[5]에서 기존의 알고리즘들보다 

10%이상 더 좋은 성능을 선보이면서 ILSVRC의 주류 알고리즘으

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CNN은 특징점을 사전에 추출하지 않고, 

입력 층에 영상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컨볼루션 층을 통해 특

징이 자동 추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CNN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과 같이 층 사이의 노드 쌍들 중 일부만 

연결하는 컨볼루션층(convolution layer)과 다운 샘플링 층

(pooling layer)이 교대로 반복되며 특징 추출에 관여하고, 후반

부에 분류 목적에 사용되는 층 사이의 노드를 모두 연결하는 완

전연결 층(fully connected layer)이 위치한다. 

 

그림 2 CPG 모델 구조

Fig. 2 CPG model structure

 

3.2 VOV(Variance Of Variance)

VOV는 특정 크기를 가지는 윈도우를 이동 및 탐색하면서 영상

에서의 변화량이 많은 부분을 1차적으로 분류한다. 검출 방법은 

영상의 세로축과 가로축의 픽셀 분산값이 큰 부분을 검출한다[9].

아래 그림 3의 (a)는 각 열(column)에 대한 픽셀의 밝기 값을 

겹-서 그린 것이다. 가로축은 픽셀의 열 위치를, 세로축은 픽셀

의 밝기를 나타낸다. (b)는 0~227의 픽셀위치에서의 각 열들의 

분산값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그래프의 가로축은 픽셀 열 위

치, 세로축은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3 VOV 예

Fig. 3 Example of VOV

(c)와 (d)는 각 행(row)에 대해서 같은 과정을 수행한 결과이

다. (a)에 비해서 (b)의 밝기 변화가 크므로 열 (b)에 비해 행 

(d)의 분산값이 크게 나타난다. 임계치 이상의 분산값을 가지는 

구간을 검출하여, 영상내에서의 밝기 변화가 큰 ROI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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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NN 구조

4.1 AlexNet과VGGNet

그림 4의 상단과 같이 AlexNet은 3개의 conv 층, 2개의 

pooling 층, 2개의 FC(fully connected)층으로 구성된다. AlexNet

에서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전체 데이터를 평균과 빼서 학

습과 평가에 적용하는 Zero-centered, Vanishing Gradient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function, 

Overlapping Pooling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VGGNet은 10개의 conv 층, 5개의 pooling 층, 3개의 FC 층

으로 구성된다(그림 4 중단). VGGNet은 작은 크기(3x3)의 필터

를 여러 개 사용하는데, 큰 필터 크기(11x11)로 구성된 AlexNet

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ReLU 함수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결정 

과정이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또한 conv 층에서 학습해야 할 가

중치의 수가 많이 줄어든다.

4.2 CNN 구조 개선

AlexNet과 VGGNet은 영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객체를 

검출하기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조이다. 산업용 부품의 결함은 해

상도가 높은 영상에서 물체보다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결함을 발견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4 AlexNet, VGGNet, 수정된 VGGNet 비교

Fig. 4 Comparison of AlexNet, VGGNet, and modified VGGNet

본 연구에서는 AlexNet보다 적은 크기의 conv 필터를 가지는 

VGGNet의 구조에서 conv 층과 pooling 층의 개수 및 연결 관계

를 변형하여, 작은 결함의 검출에 특화된 수정된 VGGNet을 제

안한다(그림 4 하단). 기존의 VGGNet은 2개의 conv 층과 하나

의 pooling 층 교대로 반복하였는데 비하서, 제안된 구조는 두 

번째 conv 층부터 4개의 층을 수행한 후 하나의 pooling 층을 

수행한다. 기존 VGGNet 보다 conv 층의 중첩을 늘리고, pooling 

layer의 층수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함에 대한 특징의 손

실을 적게 하고자 한다. 

5. 표면 결함 실험 

5.1 실험 환경 구성

 크기가 1000x2192인 케이스 외관 검사 영상 500장에 대해서 

VOV(Variance Of Variance)[9]를 적용하여, 227x227 크기의 

20,000장의 ROI 군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ROI를 정상과 결함 영

상으로 분류한 후, AlexNet VGGNet, 그리고 수정된 VGGNet의 

3가지 CNN 구조를 적용하여 학습한 후, 테스트 영상에 대해서 

검출 성능을 비교하였다. 학습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Epochs 

수는 20, 학습률은 0.01~0.0001, 가중치 감소(Weight Decay)

는 0.0005, 가중치 e기화는 Xavier 방법을 사용하였고, 드롭아웃

은 사용하지 않았다.

데이터를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학습하였다. 첫째는 결함과 

비결함의 2 클래스 문제로, 둘째는 결함과 비결함을 평면과 가장

자리로 세분화하여 4 클래스 문제로 구성하였다. 

표 1에 결함과 비결함 영상의 데이터 수, 그리고 학습 및 평

가 데이터 수가 나와 있다. 대략 18,000개의 학습 데이터와 

2,400개의 평가데이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표 2에는 4가지 클

래스 실험을 위한 결함과 비결함 영상의 데이터 수, 그리고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수가 나와 있다. 

표   1 2 클래스 학습 데이터

Table 1 Training data for 2 classes

No. of Training data No. of Test data

Defects 7,547 596

Non-defects 10,835 1,829

표    2 4 클래스 학습 데이터

Table 2 Training data for 4 classes

No. of Training data No. of Test data

Plane Defects 3,557 260

Plane 
Non-defects

4,617 792

Edge Defects 3,390 336

Edge 
Non-defects

6,218 1,037

5.2 실험 결과 

먼저 2 클래스 문제에 대한 성능비교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

다. 오류율은 전체 평가 데이터에서 잘못 분류한 비율을 의미한

다. AlexNet과 VGGNet에 비해서 제안된 CNN 구조인 수정된 

VGGNet 방법이 4.33%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4 클

래스 문제에 대한 성능비교 결과가 표 4에 나와 있다. 

전반적으로 2 클래스 문제보다는 분류의 경우 수가 늘어나므

로 오류율이 더 높으나, 제안된 VGGNet 방법이 8.49%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VGGNet의 구조를 변형한 제

안된 방법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성능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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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클래스에 대한 CNN 네트워크별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by CNNs for 2 classes

AlexNet VGGNet modified VGGNet

Error rates 5.86% 4.62% 4.33%

표    4 4 클래스에 대한 CNN 네트워크별 성능 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by CNNs for 4 classes

AlexNet VGGNet modified VGGNet

Error rates 14.97% 9.98% 8.49%

그림 5 2 클래스에 대한 CNN 네트워크별 성능 비교 그래프 - 

training과 validation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graphs by CNNs for 2 

classes - training and validation 

그림 5와 6에는 2 클래스와 4 클래스 실험에서 training과 

validation 데이터에 대한 epochs 별 오차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림 5는 표 3의 결과에 대한 수렴과정을 표시하며, 원은 

training 과정을, 곱표는 validation 과정을 의미한다. 가로축은 

epoch를, 세로축은 오류율(top1err)을 나타내며, 0~1에 대한 백분

율 수치이다.

그림 7에는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해 검출된 결과가 영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7(a)에는 상단의 점선 네모는 결함의 위치를 

나타내며, 하단의 실선 네모들은 검출로 표시한 위치를 나타낸다. 

실제 결함 개수보다 더 많은 과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

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특성상 결함 주변을 중복적으로 포

함하기 때문이다. 조명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표면이 밝게 나온 

상태에서 결함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영역에 대한 과검출

이 나왔다.

그림 7(b) 하단의 점선 타원은 미검출 사례를 나타낸다. 그림 

7(a)에 비해 조명이 어둡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작은 흠집을 검

출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 4 클래스에 대한 CNN 네트워크별 성능 비교 그래프 

training과 validation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graphs by CNNs for 4 

classes-training and validation 

(a) Detection of defects
(b) Miss detection of 

defects

그림 7 결함 (a) 검출 및 (b) 미검출 예

Fig. 7 Examples of (a) detection and (b) miss detection of 

defects 

5. 결  론

산업용 부품의 표면 결함 검사에 CNN 기반의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VOV 전처리와 CNN 분류를 결합한 방식을 사용하였

고, 기존 VGGNet의 구조를 수정하여 변형된 VGGNet을 제안하

였다. VOV 전처리를 통해 얻어진 ROI 영상에 대해서 결함 검사

를 수행하였으며, 2 클래스 문제에서는 4%대의 오류율 성능과 4 

클래스 문제에서는 8%대의 성능을 얻었다. 

아직 실험이 충분치 않아서 제안된 CNN 구조의 성능 개선 여

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구조의 변화가 검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구조에 CNN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확장된 실험을 수행하면 더 의미있는 결과

를 얻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VOV 필터를 사용하여 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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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 수는 조명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대상 영상의 상태에 따라 

전처리 필터 없이 CNN을 직접 적용하여 비교해 보는 시도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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