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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amage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methods performed in concrete facilities such as bridges, tunnels, retaining 

walls and so on, are usually visually examined by the inspector using the surveying tool in the field. These methods 

highly depend on the subjectivity of the inspector, which may reduc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record. 

Therefore, the new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re necessary in order to automatically detect the cracks and objective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racks. In this study, deep learning and image processing technique were developed to 

detect cracks and analyze characteristics in images for concrete facilities. Two-stage image processing pipeline was 

proposed to obtain crack segment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was tested using various 

crack images with a label and the results showed over 90% of accuracy on crack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Finally, 

the crack characteristics (length and thickness) of the crack image pictured from the field were analyzed, and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technique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actual measured values and errors.

 

요   지

교량, 터널 옹벽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수행되는 손상 조사 및 검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검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측량 도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검사원의 주관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

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균열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균열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이미지에서 균열을 검출하고 특성(균열의 길이, 폭)을 

분석하기 위한 딥러닝 및 이미지분석기법을 개발하였다. 균열 검출과 해당 균열의 특성을 얻기 위해 두 가지 단계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라벨이 있는 다양한 균열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균열 

판단과 구획화에 대해 90% 이상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촬영된 균열 영상의 균열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측정치와 오차를 확인하여 개발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Concrete structure, Crack detection, Deep learning, Image process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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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수행

되는 콘크리트 균열 조사 및 점검방법은 현장에서 점검

자가 측량 도구(균열자, 균열현미경 등)를 사용하여 육

안 조사 후 수기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점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점검자가 

변경될 경우 손상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시설물 손상 점검의 객관

성과 정확성, 그리고 자료 기록 및 저장의 편의성을 높

이기 위해서 촬영기기를 통한 영상(image) 획득을 통해 

외관조사결과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영상처리기법(image 

processing method)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영상처리기법은 시설물로부터 획득한 이미지를 처리

하고 분석하는 전 과정을 말하며, 영상의 입출력, 디지

털화를 위한 전처리, 분할, 결함 관리, 결함 검출 등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효과적인 균열의 검출을 위해 형태

학 연산을 통해 검출하는 모폴로지 기법(Byun et al., 

2005; Lee et al., 2005; Lee et al., 2008), 명함도를 고려

하기 위한 RGB 채널값을 퍼지기법에 적용하여 균열을 

검출하는 방법(Kim et al., 2010) 등이 연구되었으며, 촬

영 기기나 장비에 대한 연구(Kim, 2016; Park, 2013)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통용되는 영상처리기법인 룰 기반 기법(rule- 

based method)은 사용자가 균열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하여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를 모델링하

여 결과를 도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룰 기반 기법

은 이미지의 초점거리, 촬영 환경의 영향(조도, 명암도 

등), 촬영 품질, 해상도 등에 따라 새로운 필터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

발된 촬영기기 및 장비의 경우 80km/h의 고속으로 고해

상도 촬영이 가능하나 매우 고가라서 경제성이 떨어진

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룰 기반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

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상장비가 탑재된 

드론 등의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이용하여 노후화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물의 외관을 

딥러닝 기반의 영상처리기법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ho et al., 2018; 

Kim et al., 2017; Lee et al., 2018). 하지만 드론을 이용

한 손상 점검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이며, 고가의 장비, 

드론 전문가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규제 및 제도적인 측

면에서도 실제 적용성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휴대폰, 테블릿 PC 등과 같이 비교적 저가

의 휴대용 촬영기기를 통해 콘크리트 지반 구조물의 균

열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균열을 검출하고 균열의 특성(길이, 폭)을 분석할 수 있

는 딥러닝기법과 영상처리기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방

법과 알고리즘이 실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성능을 확인

하였다.

2. 연구방법

2.1 딥러닝기법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는 균열 특징(길이, 

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치화하여 기록함으로써 해

당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유지보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기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균열을 검출하고, 영

상처리기법을 통하여 검출된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특

징(균열, 길이)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콘크리트 균열 영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균열을 구획

화하는 방법이다. 구획화(segmentation)란 정보의 관점

에서 낮은 레벨의 정보(원본 영상)를 높은 레벨의 정보

(구획화된 영상)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영상

에서 노이즈와 같이 원치 않는 정보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구획화를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컨볼루션 기반 구획화(convolution- 

based segmentation) 딥러닝기법과 오토인코더 기반 구획

화(autoencoder-based segmentation) 딥러닝기법이 있다. 

컨볼루션 기반 딥러닝기법은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컨볼루션 필터(convolution filter)를 이용하여 

해당 입력영상을 원하는 특징이 강조되는 영상으로 변

환이 가능하다. 영상의 경계면이 강조된 영상 획득을 위

하여 윤곽선을 검출하는 필터인 소벨 필터(sobel filter)

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맞는 적

합한 필터를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에서 구

획화 대상 영역을 적합하게 구획화하게 된다.

오토인코더(Autoencoder)란 콘볼루션 신경망과 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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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segmentation for crack detection

볼루션(de-convolution) 신경망으로 이뤄진 딥러닝기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콘볼루션 기반 신경망은 주로 정

보의 양을 축소하여 해당 입력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정보만을 뽑아내는 부호기(encoder)로 볼 수 있으며, 콘

볼루션의 역연산인 디콘볼로루션은 정보의 양을 확장하

며 축소된 정보에서 원본 입력데이터의 차원으로 되돌

리는 일종의 복호기(decoder)로 볼 수 있다. 오토인코더 

기반의 딥러닝기법은 정보의 축소 및 확장을 통하여 노

이즈제거, 영상의 질감변화, 구획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며, 해당 기능은 학습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보가 최종적으로 축소된 병목(bottleneck) 

부분에서는 해당 영상에서 출력영상을 이루기 위하여 

정보가 압축되며, 이를 디콘볼루션을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다.

2.2 딥러닝기법의 구성 및 학습

콘크리트 균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술된 두 가지 

딥러닝기법을 구성할 경우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콘크

리트 구조물 사진과 이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 학습데이

터(균열이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의 수는 최소 1,000

장 정도이며, 이를 실제로 얻고 균열을 사람의 손으로 

구획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현재 사용

되고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의 해상도(QHD 기준 2960 

* 1440)의 영상에서는 아키텍처의 크기가 과도하게 증

가하게 되어 적절한 학습이 불가능하며, 균열 영상의 픽

셀이 전체 영상 픽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내

가 될 수 있으므로 불균형한 데이터 셋으로 인하여 학습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영상을 패치단위

로 나누고 해당 영상패치에 대하여 균열이 유무를 판단

하는 균열 판단 신경망(classification)과 이후 균열이 있

다고 판단되는 영상패치에 대해서만 구획화를 실시하

는 균열 구획화 신경망(segmentation)으로 구성된 딥러

닝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딥러닝기법

은 학습데이터의 부족을 하나의 영상에서 다수의 영상

패치를 얻는 것으로 극복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아키텍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균열이 있는 영상

패치만 구획화용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데

이터셋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판

단과 검출 신경망을 분리함으로서 고정된 영상사이즈

만 처리 가능한 것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얻은 데이

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딥러닝기법을 통해 균열의 검출하기 위해서는 균열 데

이터와 균열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의 특징 차이

를 학습이라는 과정으로 신경망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Özgenel(2018)에 의해 공유된 40,000장의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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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tabase of concrete cracks (Özgenel, 2018)

Fig. 3. Classification network for determination of crack presence

리트 영상(균열이 있는 영상 20,000장, 균열이 없는 영상 

20,000장)을 이용하여 검출 신경망(classification network)

의 초기 학습을 수행하였다. 해당 영상은 균열 유무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균열이 있는 영상에 대하

여 균열 구획화는 되어있지 않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

당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균열 구획화 데이터를 별도

로 제작하였다. Fig. 2는 Özgenel(2018)가 공유한 콘크

리트 영상에서 대표적인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 영상(상),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영상(중), 균열을 구획화한 영상

(하)을 나타낸다.

2.2.1 콘크리트 균열 판단 신경망(Classification network)

콘크리트 균열 판단 신경망의 목표는 입력된 영상에

서 콘크리트 균열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검출 신경

망이다. 이를 위해 Cha and Choi(2017)는 컨볼루션 신

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균열 검출의 특징을 추출하고, 스

트라이드(stride)와 풀링(pooling)을 이용하여 영상의 차

원을 점차 감소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덴스 신경망(dense 

networks)을 이용한 균열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콘크리트 균열 판단 신경망(Fig. 3)

에서는 128개의 컨볼루션 필터가 사용되었으며, 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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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gmentation network for concrete cracks

Fig. 5. Application of thinning algorithm to crack image

으로 인한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컨볼루션 

필터마다 풀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컨볼루션 필터 

그룹 연산 이후에 한번만 스트라이드 컨볼루션하는 것

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역전파(backpropagation)시 가

중치 소멸 문제(gradient vanishing problem)를 방지하

기 위하여 잔차 신경망(residual network)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와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컨볼루션, 배치 정규화, 활성

화(activation)의 순서를 조절하여 성능을 높이도록 구성

하였다. 

2.2.2 콘크리트 균열 구획화 신경망(Segmentation network)

신경망을 이용한 균열 구획화 신경망은 구획화 목적

의 다양한 신경망 중 의료영상 구획화에 주로 사용되는 

HiRes3DNet(Li et al., 2017)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다. 

해당 아키텍처의 특징은 최신 신경망 기술(배치 정규화 

배열, 스트라이드/풀링, 잔차 신경망, 컨볼루션 기반 구

획화 등)이 모두 적용된 신경망으로, 2차원 영상을 구획

화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Fig. 4).

2.3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균열 특성 분석

앞서 균열을 검출하는데 적용된 딥러닝기법은 고전 영

상처리기법보다 더 높은 범용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딥러닝기법의 주요 목표는 원하는 객체(object)를 

검출하거나, 원하는 객체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원하는 

객체를 구획화 하는 일에 전문화 되어 있다. 신경망으로 

검출, 판단, 구획화를 한 후 해당 객체의 특징을 찾는 

것은 신경망이 아닌 영상처리(image processing)의 영역

이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기법을 통해 구획화

된 영상에서 균열의 특징(길이, 폭) 을 얻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영상처리기법들을 활용하였다. 

2.3.1 균열 길이 분석기법

2.3.1.1 세선화 방법(Thinning algorithm)

영상에서 콘크리트 균열을 구획화하고 이에 대하여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상처

리 기법중 하나인 세선화법(Fig. 5)을 이용하여 균열의 

길이를 얻기 위한 기본 처리를 수행하였다. 세선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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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tending area for tracking crack data

Fig. 7. Calculation method for profiling direction

은 대상 물체의 표면을 조금씩 벗겨내어 최종적으로 두

께가 1 픽셀인 선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이에 파장 전파

법 등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 물체의 두께를 

1 픽셀로 줄이는 골격화(skeletonization) 방법도 존재한

다. 이와 같이 세선화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의 데이터 특정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선화 이후 길이 정보를 

얻기 최적화 된 데이터로 변환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선화 전 구획화 영상의 노이즈를 제어

하기 위하여 이진화된 오츠 임계처리(Othu’s thresholding) 

방법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구성하였으며, 평면을 특정 

점까지의 최소 거리로 분할하여 최단 거리 경로를 찾아

내는 보로노이 세선화(Voronoi thinning)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세선화를 수행하였다.

2.3.1.2 추적기법(Tracking algorithm)

세선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어진 영상은 객체의 길

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바뀌며 해당 데

이터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균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영상에서 객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차원 공간상

에 획득된, 정렬되지 않은 픽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시작점, 끝점을 잇는 정렬된 픽셀 좌표 집합 데이터로 가

공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선화 후 영상데이터는 1과 

0으로 이뤄지며 균열의 데이터 값이 1인 픽셀을 추적하

여, 균열의 시작 또는 종료 위치를 탐색할 수 있으며, 이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영상 내의 동질 픽셀을 탐색해 

나가며 픽셀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다. 픽셀 데이터를 취

합하는 과정에서는 동일 데이터 값을 가지는 인접 픽셀

의 탐색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취합이 이

루어지는데 임의의 한 픽셀에서 인접 픽셀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 하, 좌, 우 등 직교하는 4 방향의 연결성을 확

인하는 방식과, 좌상, 우상, 좌하, 우하 등 대각 방향까지 

포함한 8 방향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는 대각선 방향으로 픽셀이 놓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8 방향의 연결성을 확인하여 연결성추적이 이

루어진다. 추적 알고리즘의 최종 출력은 순서가 정렬된 

균열 픽셀 좌표 데이터의 집합이 된다. Fig. 6은 균열 데

이터를 추적할 때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2.3.1.3 균열 길이 측정

추적기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균열 결과는 1픽셀 두께

의 자유 형태의 스플라인 형태의 데이터로 남게 된다. 

이 스플라인 데이터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플라

인을 구성하는 픽셀의 길이를 계산해야 한다. 이 때 픽

셀의 분포 양상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두 픽셀이 수평 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해 있거나, 수직 

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해 있는 경우 각각 픽셀의 수평 

크기, 수직 크기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두 픽셀이 대각선 

방향으로 분포해 있는 경우 수평크기와 수직크기 벡터

의 크기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듯 분포 양상에 따라 다

른 수식의 길이 계산 방법이 적용되므로 스플라인의 픽

셀 좌표들을 순회할 때 순차적으로 두 좌표 쌍을 얻어 

픽셀의 분포 방향을 고려하여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

2.3.2 균열 폭 분석기법

2.3.2.1 프로파일링 알고리즘(Profiling Algorithm)

앞선 추적기법(tracking) 단계에서 얻어진 스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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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ining loss and evaluation accuracy according to epoch 

for training and evaluation sets

Fig. 9. Training loss and evaluation accuracy according to epoch 

for training and evaluation sets

데이터는 정렬된 픽셀 순서를 갖는 데이터이므로 방향

성을 갖게 된다. 이 방향성을 이용하여, 스플라인의 세

부 구간 별로 진행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 Fig. 7과 같

이 pt1∼ptN으로 구성된 스플라인 선이 존재한다고 가

정하면 임의의 ptC 에서의 진행 방향은 ptC+1 - ptC-1 

의 계산으로 2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해당 2차원 

벡터에 수직한 방향 벡터 P를 구하고, +P, -P 방향으로 

직선을 만들고 균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진

행시키면 임의의 지점에서의 균열 폭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균열 폭은 스플라인 데이터의 전체 구간에서 계산

되며, 각 계산 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균열 폭을 나타

낼 수 있다.

3. 성능검증 및 결과

3.1 딥러닝기법 성능 검증

3.1.1 콘크리트 균열 판단 신경망(Classification network)

앞서 연구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40,000장의 

콘크리트 사진이 인공신경망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이 중 36,000장은 학습 데이터로, 4,000

장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배치(batch) 사이즈

가 50인 신경망을 이용하여 총 12,140,400번(337 epoch) 

학습하였고, 손실함수(loss function)는 소프트맥스 교차 

엔트로피(softmax cross entropy)를 사용하였다. 정확도 

평가 결과 Fig. 8과 같이 99.98%의 최종 검증 정확도가 

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3.1.2 콘크리트 균열 구획화 신경망(Segmentation network)

콘크리트 균열 판단 신경망에서 콘크리트의 균열이 

있다고 판단된 영상은 구획화 신경망으로 균열에 대한 

구획화를 수행하게 된다. 본 신경망에서 학습으로 준비

한 데이터는 콘크리트 균열 데이터베이스에서 콘크리

트 균열을 구획화한 2,000장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751장을 학습에, 249장을 평가에 사용하였다. 

손실함수로는 시그모이드 교차 엔트로피(sigmoid cross 

entropy), 평가함수로는 IoU(Intersection over union)를 

사용하여 919,270번(525 epoch) 학습한 결과, 평가데이

터의 IoU 값은 0.87로, 100%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1에 

가까운 값이 도출되어 비교적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확

인하였다(Fig. 9).

3.2 균열 검출 및 특징분석 결과

콘크리트 균열 판단 및 구획화 신경망을 거친 영상은 

균열 지점에 대한 구획화 정보가 나오게 된다(Fig. 10). 

이에 세선화와 추적기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균열 영

상에 대한 정보인 균열의 전체 길이와 평균 두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Fig. 11은 촬영된 콘크리트 균열 영상에 

대하여 딥러닝기법을 통한 균열 구획화(Fig. 11b), 그리

고 구획화된 균열을 기반으로 균열의 길이와 평균 폭을 

도출(Fig. 11c, 11d)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측정

된 균열의 길이는 396.7mm이며, 폭은 최소 1.3mm, 최

대 5.2mm 사이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딥러닝기법으로 

구획화 하고 세선화 및 추적기법을 통해 도출된 균열 

길이는 401.3mm로 약 1%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한 평

균 균열 폭은 2.2mm로, 실제 측정된 균열 폭 범위와 유

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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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image

(b) Ground truth

(c) Prediction

Fig. 10. Result of concrete crack segment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지반 구조물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균열 점검 및 기록을 목적으로 하여 휴대용 

촬영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서 균열을 검출하고 균

열의 특성(길이, 폭)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딥러

닝기법과 영상처리기법을 개발하였다. 

딥러닝기법은 영상을 패치단위로 나눠 각 패치의 균

열이 유무를 판단하는 균열 판단 신경망과 해당 영상패

치에 대해 구획화를 실시하는 균열 구획화 신경망으로 

구성하여 학습데이터의 부족, 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아

키텍처 성능 저하, 데이터셋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딥러닝기법을 통해 구획화된 콘크리트 균

열은 세선화 및 추적기법을 통해 길이를 도출하고, 프로

파일링 기법을 통해 균열의 평균 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로 촬영된 균열 이미지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의 결과와 현장에서 측정

된 길이와 폭을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방법과 알고리즘

이 실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획화 딥러

닝기법이 아닌 판단 신경망과 구획화 신경망을 분리함

으로써 고정된 영상사이즈만 처리 가능한 것이 아닌, 다

양한 환경에서 얻은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하지만 균열 영상과 그 특징에 대한 객관적인 기

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영

상에 대해서만 검증이 수행되었음으로, 개발된 기법의 

정확도와 범용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미흡하다는 한계

점이 있다. 보다 정확도 높은 딥러닝기법을 위해서는 향

후 지속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추가적인 

현장 적용 및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콘크리트 균열 검출기법은 인

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촬영기기의 종류와 성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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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image

(b) Segmentation

(c) Thinning and tracking (Length: 323.2 mm)

(d) Profiling (Average thickness: 2.2 mm)

Fig. 11. Result of segmentation, thinning, tracking and profiling

주변 환경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정확도가 향상되도록 설계되

었다. 따라서 터널, 상하수관로, 지하차도, 공동구 등 다

양한 형태의 지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범용적으

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교적 저가의 

휴대기기로 여러 형태의 구조물의 균열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 및 건전성 평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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