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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 산업화가 들어선 후 산업화 당시 지었던 낙후된 건물의 증가에 따라 구조물의 손상 조사 및 검사 

방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손상은 전문 검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측량도구와 시각적

인 방식으로 검사한다. 그러나 전문 검사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수고에 비해 균열을 검사하는 방식 자체가 단

순하고, 일반 사람이 검사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균열을 자동적으로 검출함으로써 객관성

과 편의성을 보장할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외벽 균열을 검출

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 개발을 소개한다. 균열 검출을 위해 다양한 외벽 균열 관련 데이터셋을 확보 및 구

축하고 각 데이터셋의 검출 정보를 보완할 반자동(semi-auto)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 높

은 검출 성능을 보였던 모델들을 선정 및 비교하여 YOLO v5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도메인이 각

각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교차 학습을 통해 각 데이터셋의 mAP의 편차가 31%에서 11%로 좁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균열 영상에서 균열을 검출할 수 있는 측량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검사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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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980~90년대 사이 국내의 급격한 산업화 발전에 따라 아파트 

같은 다중이용건축물과 체계화된 건물들이 늘었으며, 그 건물들이 

30~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노후화된 건물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점검하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건물 

외벽의 균열 검출은 건물의 안전도를 점검하는데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작업 중 하나다. 일반적인 건물 외벽 검사는 현장에서의 점검자의 

육안 조사 및 측량 도구(균열자 등)를 사용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

는 형식이다[1]. 그러나 해당 검사 방식은 점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토대로 손상 점검의 객관성과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촬영기기를 통한 균열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1]. 먼저는 영상처리 기법을 통해 전처리(Image 

Processing) 및 이진화(Binarization)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2-3], 딥러닝 방식을 통한 균열 검출 기술들도 많이 연구되어왔다

[4-6]. 그러나 대부분 연구 내 기술된 결과와는 달리 균열 관련 데이터셋 

자체가 협소한 환경으로 구축 및 진행한 탓에 환경 변화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벽 환경에 강인한 균열 검출 모델을 만들고

자 한다. 기존의 공인 크랙 데이터셋을 통해 정제 및 구축하였으며, 

검출에 용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라벨링 방식 또한 구현하였다.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딥러닝 

검출 모델을 통한 비교검증과 교차 학습 방식을 통해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기존의 

모델들의 구성에 따라 41%의 편차가 났던 부분이 11%의 편차로 

줄어들며, 일반적으로 평균 mAP 92.42%의 성능을 통해 실제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다양한 환경에 강인한 딥러닝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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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노후화된 건물들의 안전도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점검함으로 

이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균열과 검출된 연구들은 이전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한 연구와 딥러닝 

방식을 통해 균열의 구획화나 균열 여부를 찾는 기술들의 연구로 

구성되어있다.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서는 균열의 형태학적 연산을 

통해 찾는 모폴로지 기법을 도입하고[2], 명암도를 고려하기 위한 

RGB 채널 값을 퍼지 기법을 통해 균열을 검출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어

왔다[3]. 룰 기반 기법(Rule Based Process)으로써 이미지의 노이즈

를 제거하고 필터를 조절하여 균열을 이진화 및 구획화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룰 기반 기법은 이미지의 초점거리, 촬영 

환경의 영향(조도, 명암도 등), 촬영 품질, 해상도 등에 따라 필터 

모델링을 변경시켜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가의 촬영기기 

및 장비를 쓸 경우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1].

딥러닝 방식을 통해 진행된 연구방식은 크게 구획화

(Segmentation)[1]과 균열 여부를 분류(Classification)하는 방식으

로 나뉘어 진행되었다[4-6]. 특별히 균열 검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기존 사물 검출(Object detection)의 객체

의 성질과는 달리 균열 자체가 프랙탈(Fractal) 형식을 지니고 있어 

대표적인 객체의 모양을 학습한 것에 맞추더라도 중복으로 검출되는 

것처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7]. 구획화 작업의 경우 나오는 결과가 

복잡하고 전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정확도에 있어서도 검출 

작업보다 낮고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랙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결과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검출작업 형식으로 결과 도출함으로써 

높은 정확도로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실제로 균열을 검출하는 모델이 기존에 있었으나, 수집된 데이터셋이 

부족한 관계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구획화와 분류를 위해 구축되어있는 데이터셋을 

적용할 수 있는 검출용 annotation 작업을 수행 후,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을 학습하여 진행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다양한 외벽 균열에 강인한 검출 모델을 (1) 데이터셋 정의, (2) 

딥러닝 모델 설계 방법 비교, (3) 데이터셋 학습 방법 설계, (4) 

결과 분석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균열 데이터셋 구축 및 라벨링

균열 검출 관련 데이터셋의 부재로 인해 크랙 여부 판단과 구획화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모아 재라벨링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크랙 여부판단으로 쓰이는 METU(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의 데이터셋(통칭 METU)[4]과 SDNET[5]을 그리고 

구획화와 관련한 DeepCrack[6] 데이터셋을 수집하였다. Table 1은 

구축된 각 데이터셋에 대한 비교 정리다.

METU[4] SDNET[5] DeepCrack[6]

균열 

이미지

비균열 

이미지

사진 크기 227×227 256×256 448×448

규

모

균열 20,000 8,484 9,887

비균열 20,000 47,608 1,411

총합 40,000 56,092 11,298

Table 1. 균열 관련 데이터셋 정리

각 데이터셋의 경우 수집되 경로와 사용 용도가 다름에 따라 데이터

의 질과 구성 또한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데이터셋의 

구성에 따라 검출을 위한 반자동(Semi-Auto) Annotation을 다른 

전략으로 진행해야 했다. METU의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가 콘크리트

로 균열이 비교적 잘 보이는 것을 확인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진화를 

위해 잘 쓰이는 Otsu thresholding으로 균열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검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제대로 검출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검수를 

진행하였다. SDNET의 경우, 이미지 내 환경이 거칠고 다양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로 검출 라벨링 툴을 이용해 검출 후 균열 

여부가 애매한 경우들을 따로 취합해 해당 데이터셋을 교차 검증

(Cross evaluation)과 큰 형태의 그림에서 균열이 있을 위치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으로 신뢰성을 높였다(Fig. 1). Fig1. 을 확인해보면 

기존에 crack으로 annotation되있으나 교차검증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균열 후보가 없을 위치에 있었으며(상단 쪽 초록색 사각형), 

이런 경우에 균열이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하였다. DeepCrack의 경우 

segmentation 정보를 통해 일차로 검출 라벨링을 적용하되 검출하였을 

때에 제대로 라벨링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진행하였다.

Fig. 1. 균열 annotation 중 outlier 체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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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Annotation 작업을 통해 각 데이터셋의 질과 이상 

데이터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제로 각 데이터셋에서의 균열 여부가 

전문 관측 장비가 아닌 이미지를 통한 식별이었다는 점에서 이상 

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데이터

셋 마다의 Outlier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해당 Outlier 데이터의 경우 정제한 후 정제된 데이터

셋을 토대로 네트워크의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METU[4] SDNET[5] DeepCrack[6]

비중 0.12% 4.8% 2.9%

개수 24 407 289

예시

설명 이물질 가림

불분명한 균열에 

균열로 라벨링, 

이물질 가림 

워터마크, 

균열 유사 

부분의 라벨링

Table 2. 각 데이터셋 별 데이터 형식 및 Outlier 결과

2. 균열 검출 딥러닝 네트워크 선정

기존 사물 검출 모델로써 통용되고 있는 모델들을 선정하고 특별히 

METU 데이터셋의 결과를 통해 어떤 모델을 쓸지 확정하고자 한다. 

사물 검출 모델의 경우 높은 성능을 통해 범용적으로 쓰이는 Yolo 

v4[9]와 Yolo v5[10], Feature Pyramid Network[11], Faster 

R-CNN[12]을 통해 비교 검증하였다. 각 네트워크에서 특징점

(Feature Map)을 추출하는 네트워크를 도입 후 판단하는 라벨만 

변경한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균열 검출을 위한 성능 검증은 재현율과 

정밀도의 분포를 알 수 있는 mAP(mean Average Precision)값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mAP의 값이 클수록 재현율과 정밀도가 고루 

갖춰진 모델로 평가된다.

Yolo v4 Yolo v5 FPN Faster R-CNN

재현율 0.9827 0.9917 0.9559 0.9803

정밀도 0.9935 0.9922 0.9320 0.9912

mAP 0.9945 0.9973 0.9715 0.9924

Table 3. 각 데이터셋 별 데이터 형식 및 Outlier 결과

분석 결과 전반적인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METU 데이터셋의 구성 자체가 비교적 구별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 Yolo v5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학습하는 과정의 초매개변수의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균열의 경우 작은 이미지 내에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라벨인데 Yolo v5모델이 그러한 경우의 

라벨들에도 강인하게 학습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모델로써 Yolo v5에 따른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한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3. 균열 검출 결과 분석

기본적으로 각 데이터셋을 단독으로 학습한 단독 학습과 통합 

데이터셋(모든 데이터셋을 합치고 크기를 조절한 데이터셋)에 대한 

통합 학습을 구별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와 검출 

예시는 Table 4과 Fig. 2와 같다.

학습 평가 재현율 정밀도 mAP

METU METU 0.9917 0.9922 0.9973

SDNET SDNET 0.6337 0.6945 0.6823

DeepCrack DeepCrack 0.8644 0.9014 0.8992

통합

METU 0.9860 0.9920 0.9956

SDNET 0.7993 0.8798 0.8862

DeepCrack 0.8414 0.8520 0.8812

Table 4. 학습/평가 데이터셋 별 학습 결과

단독학습의 경우 METU에서 나오던 높은 성능과는 달리 SDNET

과 DeepCrack에서는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SDNET의 경우에는 약 68.23%라는 낮은 정확도가 나온 것을 확인했

는데, 이는 데이터셋 구성이 균열보다 비균열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균열 자체 구성이 검출하기 더 어려운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한 학습 데이터셋에서는 균열 비균열의 비중이 균일해지고, 

다양한 균열들을 학습하게 됨에 따라서 성능이 20%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통합 데이텃셋에 따라 다른 도메인이 추가로 학습되면서 

METU와 DeepCrack의 성능이 소폭 하향 되었으나, 전반적인 편차나 

평균을 고려하였을 때에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균열 검출 결과(METU)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외벽 환경에 강인할 수 있는 딥러닝 검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및 해당 연구내 일부 결과처럼 

각 데이터셋에 따른 결과 편차가 심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정제된 라벨링과 통합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에 대한 편차를 어느 정도 감소함과 동시에 기존의 성능은 거의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추가 실제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고도화된 이미지 전처리를 통해서 도메인 적응(Domain 

Adaptation)이 더 되게 될 시에 실효성있는 균열 검출의 도구로써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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