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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에 의한 Al-Si 주조 합금 미세조직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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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a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DCGAN) to

generate the microstructural images that imitate the real microstructures of binary Al-Si cast alloys. We

prepared four combinations of alloys, Al-6wt%Si, Al-9wt%Si, Al-12wt%Si and Al-15wt%Si for machine

learning. DCGAN is composed of a generator and a discriminator. The discriminator has a typic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and the generator has an inverse shaped CNN. The fake images

generated using DCGAN were similar to real microstructural images. However, they showed some strange

morphology, including dendrites without directionality, and deformed Si crystals. Verification with Inception

V3 revealed that the fake images generated using DCGAN were well classified into the target categories. Even

the visually imperfect images in the initial training iterations showed high similarity to the target. It seems

that the imperfect images had enough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to satisfy the classification, even though

human cannot recognize the images. Cross validation was carried out using real, fake and other test images.

When the training dataset had the fake images only, the real and test images showed high similarities to

the target categories. When the training dataset contained both the real and fake images, the similarity at

the target categories were high enough to meet the right answers. We concluded that the DCGAN developed

for microstructural images in this study is highly useful for data augmentation for rare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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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얻어지는 재료의 미세조직 이

미지는 재료공학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 중의 하나

이다. 재료의 미세조직은 재료를 구성하는 성분과 이를 제

조하는 공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특성

을 포함하는 재료의 최종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그 원리를

고찰하기 위하여 미세조직 관찰이 필요하다 [1].

최근 들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재료의

미세조직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미세조직 분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학습

은 이미지 인식 및 분류에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2]을 주로 사

용한다. CNN은 이미 재료공학이 아닌 여러 분야에 적용

되어 왔으며 가장 기초적으로는 손글씨 분류 [3]부터 최근

에는 생물학 [4,5], 의학 분야 [6] 등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

었다. 현재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에 많이 사용되는 구글넷

(GoogLeNet) [7,8]과 레스넷(ResNet) [9], 인셉션(Inception)

[10] 등의 알고리즘은 모두 이 CNN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인셉션 V3(Inception V3)

모델을 이용하여 Al-Si 이원계 합금의 주조시편을 Si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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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광학 이미지를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1].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유사한 Si 함량의 시편을 기계

학습으로 손쉽게 분류하는 결과를 얻어 기계학습에 의한

미세조직 이미지 분석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인셉션 V3

모델은 그 구조가 복잡하여 인공신경망이 어떠한 근거를

통하여 미세조직 이미지를 분류하는지 알 수 없었다. 후속

연구로서 간단한 CNN 모델을 수립하고 신경망의 중간층

에서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인경신경망이 어떤 근거에 의하

여 두 가지 미세조직 이미지를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12]. 그 결과 CNN에서는 이미지 정보가 합성곱과

풀링 계층을 통과할 때 연산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가 축소

되었으며, 이때 이미지는 초기 이미지의 단순 축소가 아닌,

미세조직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축소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근거로 CNN은 주철의 미세조직 중 주로

각 흑연상의 형태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의 기준으

로 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세조직 이미지의 분석은 기존의 화상 분석과 전자현미

경 등에 의한 정량분석과 함께 기계학습을 이용한 정성적

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재료 개발 중 특정

물성의 조절을 위하여 요구되는 미세조직을 예측하는 작업

도 필요하다. 이는 원하는 미세조직을 인위적으로 생성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장모델(phase-field model)

[13,14] 등의 전산모사로써 재료의 상변화와 용질 확산 등

을 포함한 재료 미세조직의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까지의 기술로는 복잡한 합금계의 묘사가 용이하지 않으며,

매우 한정적이고 이상적인 미세조직의 생성만이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만약, 현실적인 미세조직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

으로 새로운 가상의 미세조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면

재료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합금계

에서 화학조성과 공정, 특성, 그리고 미세조직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가 있다면, 특정한 성질을 갖도록 미세조직 이미

지를 생성한 후 그러한 미세조직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최근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15]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이미지 데이터

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여 진짜 이미

지와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

술이다. GAN 을 이용해 데이터 부족과 데이터 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GAN 기술을 적

절하게 이용한다면, 미세조직 이미지의 생성과 이에 따른

재료 설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이미 GAN 기술은 재료공학 분야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Lee 등[16]은 강(鋼)의 미세조직을 이용하여 DCGAN과

Cycle-GAN, Pix2Pix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

하고 이를 실제 이미지와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높은 품질

의 가상 이미지를 얻었다. Chun 등 [17]은 혼합 에너지

재료의 미세조직을 GAN으로 생성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미세조직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Hsu 등 [18]은

연료전지 전극 재료의 GAN을 이용하여 3D 이미지를 생

성하였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실제 전극재료의 3D 구조

와 유사한 특성을 얻어 GAN의 실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합성곱 생성적 적대 신경망(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DCGAN)

[19]을 구축하여 Al-Si 주조 합금의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

였다. DCGAN은 기존 GAN의 불안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개선한 모델로 고해상도 품질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

발전된 인공신경망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l-Si 합

금은 Si = 6, 9, 12, 15 wt%를 가지며 각각 시편의 이미

지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하였

다. 이를 통하여 DCGAN을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

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전 연

구 [12]에서 CNN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이 미세조직 이미

지를 분류할 때 컴퓨터가 미세조직의 특징을 어떻게 이용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DCGAN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미세조직 이미지를 이

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인공신경망

2.1 DCGAN

DCGAN [19]은 그림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자

(generator)와 판별자(discriminator)가 연결된다. 생성자에서

는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의 모조 이미지(fake

images)를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하여 만든 이미지는 판별

자에서 실제 이미지(real images)로 구성된 훈련 데이터와

비교하여 모조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부합 여부를 가리

게 된다.

편의상 생성자보다 판별자를 먼저 설명한다. 그림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성자에서 생성된 모조 이미지는 가

로 ×세로 ×채널의 크기는 512 × 512 × 3이다. 가로와 세로

의 크기는 픽셀의 수를 나타내며 채널의 수는 RGB를 대

표한다. 이 모조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로 구성된 훈련 데

이터와 함께 전형적인 CNN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인 현

미경 사진은 흑백으로 보이므로 RGB의 각 수치는 일정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RGB를 정보를 흑백으로 변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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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간결한 DCGAN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그러나 추후 확장성을 위하여 RGB 정보를 가진 이

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각 중간층은 합성곱(convolu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

성곱은 작은 크기의 이미지인 커널(kernel)로 층간이 연결

된다. 이미지 정보가 각 중간층을 거칠 때마다 이미지의

크기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채널의 수는 두 배씩 증가하도

록 설계하였다. 합성곱에서 입력된 이미지(WI × HI)로부터

커널(WK × HK)를 이용하여 축소된 이미지의 크기(WO ×

HO)는 패딩(P)과 스트라이드(S)의 영향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

(1)

또한 계층과 계층 사이에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

과정이 포함된다. 최종 중간층을 지났을 때는 각 픽셀의

정보가 평탄화(flattening)되어 출력층으로 연결된다. 출력

값은 모조 이미지가 훈련 데이터셋에 부합하면 1을 출력

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 활성화함수는 중간

층에서 leaky ReLU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출력층에서

WO

WI 2P WF–+

s
----------------------------- 1, HO

HI 2P HF–+

S
---------------------------- 1+=+=

Fig. 1. Schematic architecture of (a) DCGAN with its substructures, (b) discriminator, and (c) generator, which were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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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사용하였다.

생성자의 구조는 그림 1(c)에 나타내었다. 생성자의 구조

는 판별자에서 사용한 CNN과는 반대의 구조를 갖는다. 난

수의 집합인 Z로부터 모조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때 Z의 분포는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이 데이터는 4 × 4 × 1024의 중간층으로 연결

되고, 이 이후로는 역합성곱(transposed convolution)과 역

시 작은 크기의 커널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가로세

로 두 배씩 업샘플링(upsampling)하고 채널의 수는 절반씩

감소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이미지의 크기는 Eq. (1)을

역으로 유도하면 계산할 수 있다.

(2)

역시 생성자에서도 계층과 계층 사이에 배치 정규화

(batch normalization) 과정이 포함된다. 활성화함수는 중간

층에서 leaky ReLU 함수를 사용하였다. 최종 단계에서의

활성화함수는 tanh를 사용하였다. 생성자와 판별자의 자세

한 구조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DCGAN 모델의 최종 목적은 생성자 모델이 실제 훈련

데이터가 가지는 분포와 근사한 모조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학습 초기에 생성자 모델이 출력한

모조 데이터는 거의 잡음(noise) 형태에 가까우며 이는 훈

련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습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성자 모델은 훈련 데이터와

비슷한 분포를 가진 모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DCGAN 모델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어가고 있음을WO WI 1–( )S WK P, HO HI 1–( )S HK P–+=–+=

Table 1. Model of DCGAN used in this study for microstructural images.

Module Layer Function Input shape Kernel Padding Stride Activation Output shape

Generator

Project & Reshape – 100 × 1 – – – 4 × 4 × 1024

DConv1
Transposed

convolution
4 × 4 × 1024 4 × 4 2 × 2 2 × 2

Leaky

ReLu
8 × 8 × 512

DConv2
Transposed

convolution
8 × 8 × 512 4 × 4 2 × 2 2 × 2

Leaky

ReLu
16 × 16 × 256

DConv3
Transposed

convolution
16 × 16 × 256 4 × 4 2 × 2 2 × 2

Leaky

ReLu
32 × 32 × 128

DConv4
Transposed

convolution
32 × 32 × 128 4 × 4 2 × 2 2 × 2

Leaky

ReLu
64 × 64 × 64

DConv5
Transposed

convolution
64 × 64 × 64 4 × 4 2 × 2 2 × 2

Leaky

ReLu
128 × 128 × 32

DConv6
Transposed

convolution
128 × 128 × 32 4 × 4 2 × 2 2 × 2

Leaky

ReLu
256 × 256 × 16

DConv7
Transposed

convolution
256 × 256 × 16 4 × 4 2 × 2 2 × 2 tanh 512 × 512 × 3

Discriminator

Conv1 Convolution 512 × 512 × 3 4 × 4 4 × 4 2 × 2
Leaky

ReLu
256 × 256 × 16

Conv2 Convolution 256 × 256 × 16 4 × 4 4 × 4 2 × 2
Leaky

ReLu
128 × 128 × 32

Conv3 Convolution 128 × 128 × 32 4 × 4 4 × 4 2 × 2
Leaky

ReLu
64 × 64 × 64

Conv4 Convolution 64 × 64 × 64 4 × 4 4 × 4 2 × 2
Leaky

ReLu
32 × 32 × 128

Conv5 Convolution 32 × 32 × 128 4 × 4 4 × 4 2 × 2
Leaky

ReLu
16 × 16 × 256

Conv6 Convolution 16 × 16 × 256 4 × 4 4 × 4 2 × 2
Leaky

ReLu
8 × 8 × 512

Conv7 Convolution 8 × 8 × 512 4 × 4 4 × 4 2 × 2
Leaky

ReLu
4 × 4 × 1024

Flatten – 4 × 4 × 1024 – – – – 16384 × 1

FC – 16384 × 1 – – – Sigmo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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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학습과정은 생성자와 판별자의 커널의 수치를 최적화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은 에포크(epoch) 단위로

진행되는데, 1 에포크는 준비된 입력데이터 전체를 모두

사용하여 한 번 훈련된 상태를 뜻한다. 손실(loss)로는

categorical cross-entropy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방법으로

는 Adam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CNN은 파이썬

(python) [21]과 텐서플로우(Tensorflow) [22]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2 미세조직 이미지의 준비

Al-Si계 합금은 주조용 사용되는 Al 합금 중 90% 이상

을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Al 합금계이다 [23,24]. 이원

계 Al-Si 합금은 전형적인 공정형(eutectic)으로 응고하며,

공정조성은 12.5 wt% Si이며, 공정온도는 577 oC이다. Al

이 주성분인 α상은 Si의 최대고용률이 1.65 wt%인 반면,

Si상은 Al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Si 합금은 총 4 종류로, Si의 함량이 각각 6, 9, 12,

15 wt%이다. Al-6wt%Si과 Al-9wt%Si은 전형적인 아공정

(hypoeutectic) 조성이며, Al-12wt%Si은 거의 공정조성에

가까운 합금이다. Al-15wt%Si은 과공정합금이기 때문에 다

른 합금과 달리 Si 초정상이 다수 관찰될 것이라 예상된다.

Al괴와 Al-25wt%Si 모합금을 목표 Si 조성에 맞추어

2 kg으로 적량하여 800 oC에서 용해한 후, 온도를 750 oC

낮춘 후 금형에 중력주조하였다. 사용된 금형은 내부의 용

적이 대략 15 cm × 7 cm × 7 cm의 직육면체 형태이며, 주

조 직전에 200 oC로 예열하였다. 응고가 완료된 시편은 주

괴 중심부의 수축공과 표면의 급속냉각부위를 피하고자, 중

간 높이 부분의 중심과 표면 사이 중간 부분을 시편으로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편은 조연마와 미세연마를 거쳐 켈러 시약

(Keller’s reagent: 95% H2O, 2.5% HNO3, 1.5% HCl,

1.0% HF)로 화학부식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할 때 배율은 × 100이었다. 촬영된 이미지는 크롭

(crop)을 통하여 512 × 512 픽셀로 고정하였다. 수집된 미

세조직 이미지는 모두 RGB 채널을 갖는 3차원 이미지이

며 명암에 대한 전처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미

세조직 촬영시 축척표시(scale bar)는 미세조직에 대한 기

계학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세조직 이미지에서

축척표시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조성

을 갖는 합금 시편으로부터 각 100 장 이상의 미세조직

이미지를 확보하였고, 별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

지는 않았다.

3. 결과 및 고찰

3.1 Al-Si 합금의 실제 미세조직 이미지

그림 2는 DCGAN 학습을 위하여 사용된 훈련 데이터

중 Al-Si 합금의 대표적인 미세조직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다. Al-6wt%Si과 Al-9wt%Si는 아공정 합금이기 때문에

그림 2(a)와 그림 2(b)에 각각 나타낸 바와 같이 Al-α상의

수지상정이 발달하여 있다. 수지상정 사이에는 Al-Si 공정

이 존재하며 이 공정상들은 미세조직 이미지의 배율상 자

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고 대략 어두운 색상으로 표시되

어 있다. 특히 Al-9wt%Si은 Al-6wt%Si에 비하여 공정상

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지상정의 방향성이 잘 나타

나 있다. 그림 2(c)의 Al-12wt%Si의 경우에는 Al-9wt%Si

에 비하여 공정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Al-12wt%Si는 공

정조성(12.5wt%Si)에 근접하기 때문에 Al-α상의 수지상정

없이 공정상만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수지상

정이 크게 발달함을 관찰하였다. 이 그림에서 나타낸 아공

정 합금의 미세조직 이미지는 3차원으로 성장하는 수지상

정의 임의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수지

가 제1차 수지와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Al-9wt%Si와 Al-12wt%Si의 시

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Al-15wt%Si은 과공정 합

Fig. 2. Sample images of binary Al-Si cast alloys with (a) 6 wt%Si,
(b) 9 wt%Si, (c) 12 wt%Si, and (d) 15 wt%Si, used for dataset of
machine learning in this study. The specimens were etched with
Keller's reagent for microscopy. The sizes of each images were
512 × 512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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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므로 다각형 형태의 Si 초정상이 관찰되었다. 이 경우

에도 공정상의 비율은 큰 편이며 다각형의 Si 초정상뿐만

아니라 거대한 Si 침상도 관찰되었으며, Al-α상의 수지상

정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공정조성 부근과 과공

정에서 Al-α상이 발견되는 것은 과냉과 이에 따른 왜곡된

coupled zone에 기인한다 [25,26].

3.2 Al-Si 합금의 가상 미세조직 이미지

앞 절에서 설명한 Al-Si 합금의 실제 미세조직 이미지를

각각 70장씩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 DCGAN으로 1000

에포크까지 학습했을 때 생성된 가상 이미지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의 실제 미세조직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상호간의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Si의 함량에 따른 공정상의 분율이 유사하고, 수지상

정의 제2차 수지의 조각들이 분포해 있는 양상도 비슷하

다. 그러나 Al-9wt%Si (그림 3(b))와 Al-12wt%Si (그림

3(c))에서 보면 제2차 수지의 조각들은 그림 2에 나타난

실제 미세조직 이미지와는 달리 방향성이 상실되어 있다.

그림 3(d)의 Al-15wt%Si의 경우에는 Si 초정상이 실제 초

정상과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각형 형태를 띠고

있긴 하나 실제 미세조직과는 달리 변의 수가 증가하였거

나, 변의 모습이 직선적이지 않고 곡선적인 형태로 나타났

다. 또한 거대한 Si 침상은 직선성이 부족하여 구부러진

형태의 침상으로 표현되었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이며, 생성 이미지의 상태가 완벽하여 실제 이미지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적

으로 실제 이미지가 축적된 훈련 데이터와 유사한 이미지

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3.3 가상 미세조직 이미지의 분석

DCGAN의 판별자에서는 생성된 모조 데이터가 훈련 데

이터에 부합하면 1, 부합하지 않으면 0이라는 답을 제시한

다. 본연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생성 미세조직 이미지의 품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진의 이전 연구 [11]에서 사용하였던 인셉션V3에 Al-

6wt%Si과 Al-9wt%Si, Al-12wt%Si, Al-15wt%Si의 실제

이미지를 각각 70장씩 훈련 데이터로 입력하여 1000 에포

크 동안 학습한 후 본 연구에서 생성된 모조 미세조직 이

미지를 입력하여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인셉션V3의 결과는 유사도(similarity)로 표시하였는데, 이

유사도는 출력층의 활성화함수인 소프트맥스(softmax) 함

수의 결과이다. 분류된 훈련 데이터의 유사도는 백분율로

표시되며, 각 유사도의 합은 100%이다. 즉, 이미지의 비교

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수치라는 것을 유념해

야 한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한 이미지 분류에서는 일

반적으로 가장 높은 유사도를 나타낸 훈련 데이터 클래스

를 정답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인셉션V3과 유사도 결

과를 이용하여 생성 이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

하면, 생성 이미지의 품질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DCGAN으로 생성된 4개의 Al-Si 합금의 모조 이미지를

각각 30장씩 준비한 후 인셉션V3에 입력하여 얻은 유사도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Si 함량별로 목표조성(target

composition)에서 유사도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피크에서의

유사도는 대부분 75% 이상으로 모조 이미지가 훈련 데이

터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유사도가 아닌

분류로서 인셉션V3를 실행했다면 100% 정확한 목표조성

에 도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

이 그림 3(b)와 그림 3(c)는 각각 Al-9wt%Si과 Al-

12wt%Si의 모조 이미지였는데, 수지상정의 방향성이 적절

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d)의

Al-15wt%Si 합금의 모조 이미지에서는 Si 초정상도 실제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은 육안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높은 유사도를

나타낸 것은, DCGAN에서는 장거리 간의 사물의 관계를

Fig. 3. Fake microstructural images of binary Al-Si cast alloys with
(a) 6 wt%Si, (b) 9 wt%Si, (c) 12 wt%Si, and (d) 15 wt%Si,
generated with DCGAN in this study. The sizes of each images
were 512 × 512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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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5(a)는 학습 횟수에 따른 DCGAN 판별자 손실

(discriminator loss)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사용된 데이터

셋은 Al-9wt%Si 합금의 미세조직 이미지였다. 학습초기에

는 높은 손실을 보이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급격하게 감

소하다가 대략 300 에포크 이후에서는 안정된 낮은 수치

를 나타내고 있다. 학습 중의 이미지를 출력하면, 300 에

포크가 도달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훈련 데이터

와 전혀 유사하지 않는 이미지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400 에포크 부근에서도 이미지가 약간 불안정하게 보이긴

하지만 손실은 이미 최소값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1000 에포크에서도 400 에포크의 경우와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손실로만 판단하기에는 400 에포크 정도의 학습

이 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육안 관찰로는 에포크가 증가

할수록 이미지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판단된다. 이는 손실

만으로는 기계학습 정확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는 것을 나타낸다. 400 에포크까지는 급격하게 손실이 감

소하지만, 이 이후에는 미세하게나마 추가적으로 손실이 감

소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는 1000 에포크까

지 계산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간단계에서의 이미지를 인셉션V3로 검증

한 결과는 그림 5(b)에 나타내었다. 육안으로 판별하기에

실제 이미지에 가깝지 않은 300 에포크 이하에서 발생한

모조 이미지에서도 피크에서의 최대 유사도가 50% 이상으

로 나타났다. 단순분류에서는 정확한 분류 결과로 나타난

다는 의미이다. 학습횟수가 증가할수록 최대 유사도도 다

소 증가하지만, 학습 초기의 유사도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

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전 연구에서, 네크워크 구조가 인

셉션V3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기본적인 CNN에서 미세조

직 이미지를 처리할 때 합성곱 계층을 지날 때마다 이미지

의 크기가 축소하지만 제2상 등의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12]. 이는 300 에

포크 이하에서 생성된 모조 이미지가 육안 관찰 결과로는

실제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부족하지만, 기계(컴퓨터)가 판

별하기에는 목표 미세조직의 특징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Fig. 4. Similarity distribution examined using Inception V3 for (a) Al-6wt%Si, (b) Al-9wt%Si, (c) Al-12wt%Si, and (d) Al-15wt%Si
alloys. Total 30 images per composition generated using DCGAN were used for the tests. The each peaks of Si content existed at the
corresponding target compositions, which means that the fake images were similar to the real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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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차 검증

앞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계학습시 모조 이미지가

높은 최대 유사도를 나타내었다면 GAN의 큰 목적중의 하

나인 데이터 증대의 측면에서 DCGAN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DCGAN에서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였던 실제 이미지를

조성별로 각 70개씩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조 데이터

30개를 인셉션V3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존 훈련 데이터에

는 포함되지 않고, 문헌검색 등을 통해 얻은 미세조직 이

미지 30개를 검증 데이터(test data)로 칭하고, 이 데이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

내었는데, 모조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피크에서

의 최대 유사도는 조성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75%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모조 데이터는 이미 DCGAN

의 판별자로서 부합 여부를 판정하긴 했으나, 이 정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DCGAN으로 생성한 조성별 각 70개의 모조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지정한 후, 원래의 실제 데이터와 검증 데

이터 조성별 각 30개를 인셉션V3로 분류하였다. 이때 실

제 데이터는 DCGAN의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였다.

그림 7은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이미지의 분류

Fig. 5. (a) Change of discriminator loss with training step in case of
the Al-9wt%Si alloy, and (b) change of similarity at peak with
training step. Total 30 images were generated with DCGAN and
examined Inception V3 at each training steps. Note that the images
generated before 300 epochs in (a) did not look like real images
when observed with naked eyes. However the corresponding
similarities at peak in (b) is greater than 50%. It means that the
machine recognized the above bad images as realistic ones.

Fig. 6. Similarities at peak of 30 fake images generated using
DCGAN, and 30 test images not included in training data, when
DCGAN used the 70 real images for reference.

Fig. 7. Similarities at peak of 30 real images which were used for
training, and 30 test images, when DCGAN used the 70 fake
images for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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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대부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검증 데이터

의 최대 유사도는 실제 이미지의 경우보다 다소 낮게 나타

나 대략 75~85%의 유사도를 보였다. 이것은 검증 데이터

분류에 충분한 유사도라고 판단된다. 실제 데이터의 유사

도가 더 높은 이유는, DCGAN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바탕이 되었던 훈련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미세조직 이미지와 모조 이미지를 조성별로 각 70

장씩 훈련 데이터로 준비한 후 인셉션V3로 1000 에포크까

지 기계학습한 후 실제 데이터와 모조 데이터, 검증 데이

터를 분류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이때 분류한 실

제 데이터와 모조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

다. 실제 데이터는 모든 Si 함량의 경우에서 95%의 높은

유사도를 나타내었다. 모조 데이터는 Si = 12 wt%인 경우

83% 정도의 유사도를 보였으나, 다른 Si 함량에서는 실제

데이터만큼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검증 데이터는 실제 데

이터나 모조 데이터보다는 최대 유사도가 낮았으나 여전히

만족스러운 유사도를 보였다.

DCGAN으로 생성된 모조 이미지가 데이터 증대 역할이

적절하다면 그림 8에서 검증 데이터의 유사도가 더욱 증

가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비교적 구별이 명확한 네 종류의

시편의 이미지를 훈련 데이터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만약 시편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시편 사이의 특징의

차이가 미세하다면 데이터 증대 효과에 대한 조금 더 효과

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6~8에서 검증 데이터의 조성에 따른 최대 유사도

변화 경향이 비슷했다. 이는 실제 데이터와 모조 데이터의

품질이 유사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의 교차검증 결과로 판단할 때, DCGAN으로 생성된

모조 데이터는 기계학습에서 부족한 훈련 데이터를 증대할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연구에서는 DCGA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조용 Al-

Si 합금의 미세조직 이미지의 생성을 시도하였다. 이때 사

용된 미세조직은 Al-6wt%Si와 Al-9wt%Si, Al-12wt%Si,

Al-15wt%Si 였으며, 각각 조성별 특징이 뚜렷한 합금 조

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생성된 모조 이미지는 Al-Si 주조 합금의 각 조성에

해당하는 미세조직 이미지의 대략적인 구조적 특징은 잘

나타났으나,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과공정 합금의 경우 Si

초정상과 침상 조직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아공정

합금의 경우 수지상 같은 연속된 패턴을 적절하게 표현하

지 못했다.

2) 생성된 모조 이미지를 인셉션V3 알고리즘을 이용해 유

사도를 측정해본 결과 목표 조성에서 피크가 관찰되었다.

DCGAN 학습초기의 결과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만족스럽

지 못했으나, 인셉션V3 검증에서는 높은 유사도를 나타내었

다. 이로써 불안전한 이미지도 훈련 데이터의 주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실제 이미지와 검증 이미지, 모조 이미지를 교차 검

증한 결과 본연구의 DCGAN에서 생성된 모조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실제 이미지의

데이터 증대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였다. 육안으로도 실제

이미지와 구별되지 않는 모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알고리즘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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