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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목조건물의 Crack만을 움직여 Data set을 증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이미지 내 

Crack Detection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의 전체적인 값으로 Flip, Rotation, Shift, Rescale 

등의 변환을 통해 Data Augmentation을 진행하는 대신 Crack이라는 하나의 Object만을 가지고 새로운 데

이터를 생성한다. 이때 Object는 관심 영역 내에서만 연산되어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Crack이 관심 영역 밖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치 혹은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Crack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에도 임의적으로 Crack을 생성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Crack Detection의 학습을 위하여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의 Data 

Augmentation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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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Deep Neural Networks(심층신경망)[1-4]의 성능을 저해하는 

Overfitting(과적합)방지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충분한 Dataset 확보일 것이다[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해 새로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론인 Data Augmentation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미지

의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한 모델, 특히 건축물 중 목조건물의 균열탐지 

모델의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미지 자체를 

Rotation, Flip등의 연산을 하였을 때 질적으로 좋지 않은 데이터가 

형성될 수도 있으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금방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의 특징인 Crack을 이용하여 관심 

영역 내에서만 여러 연산이 진행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 장의 이미지

로 이상치와 결측치가 최소화된 데이터를 관심 영역의 크기에 비례하

여 얻을 수 있다. 이는 모델 학습 시 Overfitting을 방지해주고 모델의 

성능도 향상될 것이다.

II. Proposed Method

1. Method

1.1 Mask Operation

추출된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Crack을 이미지에 합성하기 

위하여 Mask를 생성하고, Mask 연산 및 합성을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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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Mask(상-원본, 하-Ground Truth)

먼저, Crack을 Thresholding을 통하여 이진화를 진행해 크랙이 

아닌 픽셀은 전부 255로 만들어 준다. 이후 크랙이 합성될 픽셀들을 

전부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Mask에 NOT 연산을 진행해 

Mask_inv를 만들어 준다. 두 개의 마스크를 통하여 AND연산을 

진행하면 크랙만을 표현하는 이미지와 크랙을 제외한 나머지 

Backgound 값을 표현하는 이미지 두 개가 생성되며, 두 이미지에 

ADD연산을 진행하면 Crack이 합성된 이미지가 생성된다.

1.2 Convert Crack

Crack이 관심영역 내에서만 존재해야 하기에 둘의 shape를 같게 

설정하고 Mask Operation을 진행하였다. 만약 Convert 연산으로 

인하여 Crack이 영역 외부로 나가면 잘림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Mask Operation을 진행하기 위해 똑같이 마스크 생성 

및 연산을 진행한다.

1.3 Morphology Operation for Conversion

Crack에 Flip, Rotation, Shift, Rescale 등의 변환을 주고 Mask 

Operation을 진행하였을 때 Crack 주변의 값이 경계선처럼 바뀌어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생성되는 이슈가 있다.

Fig. 2. None Morpology Result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Morpology 연산을 통해 경계선을 최대한 

제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총 4개의 연산을 진행하였으며 침식, 

팽창, 열림, 닫힘 연산을 진행하고 비교하였다. 위 연산에서는 침식과 

열림의 결과물이 가장 좋게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3. Morpology Result(Erode)

Fig. 4. Morpology Result(Dilation)

아래 사진은 다른 사진을 이용하여 Rotation 및 침식 연산이 적용된 

Augmentation 결과물이다.

Fig. 5. Original Image

Fig. 6. Augmentation Result

III. Direction of development

본 논문에 서술된 모든 내용은 하나의 배경에 변환된 여러 가지의 

Crack을 합성하는 기법이다. 즉, 이미지 속 배경을 변경하고 관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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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Tracking하고 위 연산들을 반복한다면 하나의 이미지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는 Crack Detection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에게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변환된 Crack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면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Conclusions

Figs. 2, 3, 4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Data Augmentation 결과중 

침식으로 연산된 이미지가 가장 좋은 결과물로 나왔다. 현재는 침식연

산을 베이스로 Augmentation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위 서술된 

Morphology 연산뿐이 아닌 이미지 Array operations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경계선 제거 및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미지에 Crack Mask를 이용한 연산 뿐이 아닌 

Blur를 이용하여 사진의 화질을 적응적으로 낮추는 등, 오차 범위 

내 최대한 골고루 퍼진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집합을 생성하는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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