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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utomatic Crack Identification Algorithm for a 

Concrete Sleeper Using Patter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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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일의 간격을 유지하고 열차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도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침목으로는 과거 목침목이 주로 사용

되었으나, 저렴한 원목 확보의 어려움,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방부재의 유해성 우려,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 등의 단점으로 인하

여 점차 콘크리트침목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본선 구간의 약 85%에 콘크리트침목이 부설되어 있는 상황

이다. 현재 사용되는 콘크리트 침목은 인장응력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선 또는 강봉을 삽입하여 미리 압축응력을

도입하는 PC(Prestressed Concrete)침목이다. PC침목도 온도신축, 응력집중, 경년열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

하고 있으며, 발생된 균열 부위로 우수 등 이 침투하여 내부 강재의 부식, 과다한 스폴링, 2차 균열 등의 파손을 유발하여 적절

한 관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수명 저하 뿐 아니라 열차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균열의 폭, 길이 및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분석을 통하여 균열 폭을 제한?관리하고 필요 시 보수

및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로는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검사 방법이 적용되는 곳도 있으나, 촬영된 이미지를 육안을

이용하여 검사하므로 균열 측정 장치의 주관적인 판독오차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량화된 결과를 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조사 자료와 정보에 대한 신뢰성, 지속가능성, 정보공유성 등의 확보가 어렵고, 측정 후 자동으로

Abstract Concrete sleepers, installed on majority of railroad track in this nation can, if not maintained properly,

threaten the safety of running trains. In this paper, an algorithm for automatically identifying cracks in a sleeper image,

taken by high-resolution camera, is developed based on Adaboost, known as the strongest adaptive algorithm and most

actively utilized algorithm of current days. The developed algorithm is trained using crack characteristics drawn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crack and non-crack images of field-installed sleepers.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algo-

rithm is verified using 48 images utilized in the training process and 11 images not used in the process. The verification

results show that cracks in all the sleeper images can be successfully identified with an identification rate greater than

90%, and that the developed automatic crack identification algorithm therefore has sufficient applicability.

Keywords : Concrete sleeper, Automatic crack identification, Pattern recognition, Adaboost, High resolution image

초 록 국내 대부분의 선구에 부설된 콘크리트침목은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

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강력한 적응성(adaptive)을 갖는 기법으로 활용 범위를 넓

히고 있는 Adaboost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한 침목이미지에서 균열을 자동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실제 침목에 발생한 균열 및 비균열 이미지를 분석한 후 도출한 균열특징을 이용하여 학

습하였다. 침목균열 자동검출 알고리즘의 적용성은 48개의 학습이미지와 11개의 비학습이미지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학습이미지와 비학습이미지 모두 균열폭과 균열길이에 대한 인식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충분한 균

열인식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콘크리트침목, 자동균열검출, 패턴인식, 아다부스트, 고해상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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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의 미비로 추가적인 오차가 발생하여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균열측정 및 기록, 판독을 수작업

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작업시간 역시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지 프로세싱 및 패턴인식기법을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에서 균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록하며,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수집된 다양한 이미지로부터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은 이전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 이는 얼굴인식, 홍채인식등과 같

은 고정된 이미지의 판별부터 시작해서 현재 차량 번호판 인식, 구조물의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구조

물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콘크리트 균열 탐지와 관련한 연구로는 해외의 경우 Kaseko 등[1], Wang[2] 등이 이미지 프로세

싱 및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의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Benning 등[3]이

시험표면 표적의 상대적 거리측정을 통한 RC구조물 계측, Giakoumis 등[4]이 형태학적 변형 및 thresh holding을 사용하여 균

열을 탐지한 사례 등이 있다. 최근에는 Ando와 Nagao[5], Marques[6] 등이 패턴인식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Adaboost

(Adaptive Boost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균열 검출을 시도하는 등의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Lee[7]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균열 검출을 시도한 바 있으며, Lee 등[8]이 이미지처리를 통하여 균열을 자동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터널 라이닝[9], 교량[8] 등의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을 검측하는 기술도 개발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궤도에 부설된 침목의 균열을 자동 검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침목

이 부설되어 있는 궤도면은 터널의 라이닝, 교량 하부 등과 달리 검측면이 콘크리트 만이 아닌 도상자갈, 체결구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침목 상면에 자갈, 나뭇가지 등 불순물이 흔히 존재하므로 보다 정밀한 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패턴인식기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촬영시스템으로 획득한 콘크리트침목 이미지에서 균열을 자동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적용된 패턴인식기법은 최근 가장 강력한 적응성(adaptive)을 갖는 기법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

고 있는 Adaboost 알고리즘이다[10]. 개발된 알고리즘의 적용성은 실제 부설된 궤도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이용한 예제를 통하

여 검토하였다.

2. 패턴인식기법

부스팅(boosting) 알고리즘은 하나의 최고 규칙이 아닌 예측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규칙을 조합하여 보다 좋은 성능이 발휘되

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기법이다[11]. 이러한 부스팅 알고리즘 중 가장 강력한 적응성(adaptive) 부스팅 기법 중 하나인

Ababoost 알고리즘은 Freund와 Schapire[10]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Schapire와 Singer[12]가 일반화하였다. Adaboost의 핵

심은 분류 규칙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 이전의 분류 규칙을 적용하여 얻은 관측값에서 샘플 데이터의 분포를 재조정하는 것이

다. 학습 초기 샘플 데이터의 가중치는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하나, 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이전의 분류 규칙을 적용하여 얻은

관측값으로 오분류 데이터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대로 정분류된 데이터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샘플 데이

터의 분포를 재조정한다. 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13].

(1) m개의 주어진 학습 데이터는 (xi, yi)...(xm, ym)로 구성된다. 

여기서, xi∈X, yi∈Y∈{−1, +1}

(2) 초기 분포 Di를 산정한다.

 여기서, i = 1...m

(3) ①, ②, ③의 과정을 T번 반복한다(t = 1,...,T).

① εt가 가장 작은 ht를 구한다.

② 가중치를 산정한다.

③ 분포 Dt+1을 갱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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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번 반복하여 최종분류자를 만든다.

3. 균열 검출 알고리즘

침목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발생한 균열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은 이미지처리, 패턴인식 및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개발하였다. Fig. 1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균열자동검출시스템의 개요도이다.

3.1 이미지 처리

촬영된 침목의 이미지는 Fig. 2와 같이 이진화하여 픽셀 값의 Y축 투영 후, 최소자승법에 의한 근사 곡선을 구하여 근사곡선

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지점을 침목 중심으로 정의하여 침목 영역을 자동 추출하도록 구성하였고, 이때 침목에 비해 다른 배경

이 대부분의 경우 색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흑백 영상의 명암분포에 따라 추출이미지가 밝은 색을 더 많이 포함하도록 자동으

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침목 길이 방향으로 좌우로 배치된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하

여 촬영된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3.2 데이터 학습

Adaboost를 활용한 균열 인식을 위해서는 사전에 균열 영상에 대한 단일 특징에 대해 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11]. 이 연

구에서는 추출 가능 최소균열의 크기보다 더 작은 단위픽셀을 적용해야 하므로 Fig. 3과 같은 4개의 하알유사특징(Haar-like

feature)에 대해 5×5 크기에서부터 20×20 크기로 총 73,984개의 특성 집합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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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ack detection algorithm for a PC sl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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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1)에서, i(x', y')는 기존 영상에서 (x', y')좌표에서의 픽셀 값을 나타내며 ii(x, y)는 원본영상의 (0, 0)과 (x, y)좌표를 모서리

로 가지는 사각형의 픽셀 값의 합으로 적분영상에서 (x, y)좌표에서의 픽셀 값이다.

기 계산된 적분영상에서 해당 영역의 픽셀 합은 4점의 합과 차에 의해 계산될 수 있고 영역 D의 픽셀 값의 합을 구한다면

점 4 + 점 1 − 점 2 − 점 3의 계산으로 구할 수 있으며 하알유사특징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합과 차를 구하는데 사용

되었다. 실제 궤도 촬영 이미지는 침목 위의 자갈, 얼룩, 주기, 비닐, 파손부 등의 방해요소가 있으며, 균열 진행의 불규칙성 등

이 있어 침목 이미지를 단위영역별로 분석하는 것이 균열을 탐색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침목영상을

20×20 단위영역으로 분할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Fig. 5는 학습을 위해 추출된 단위영역에 대한 균열이미지와 비균열 이미지

이다. 추출된 이미지는 Adaboost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로 입력되었고, 약분류기 집합으로부터 강분류기를 생성하는데 활용하

ii x y,( ) i x′ y′,( )

x′ x y′, y≤ ≤

∑=

Fig. 2. Image binarization and least square processes.

Fig. 3. Haar-like feature.

Fig. 4. Integral image calculation.

Fig. 5. Images with and without cracks used fo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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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학습 데이터 집합은 균열의 방향, 굵기 등에 대해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 생성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강 분류기를 최종적

인 균열검출기로서 정의하였다.

3.3 균열 검출

균열 검출 과정은 단위 영역을 이동하면서 기 생성된 균열검출기를 활용하여 해당 영역이 주어진 검출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로 1차적으로 결정된다. 단위 영역 이동은 기본적으로 단위영역 20×20 픽셀, 이동거리는 가로 5 픽셀, 세로 5 픽셀씩

전진하면서 진행하였고 픽셀 수는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된 검출기는 대상 영역 이미지에 대해 침목 위의 자갈, 철사,

주기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검출기는 이를 균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해당 영역을 자동으로 배제하였다. Adaboost 알고

리즘에 사용된 하알유사특징은 균열의 회전과 두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모든 회전 방향과 두께에 대해 각각 학습할 필요가

있으나, 계산상 비효율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2차 균열 검출로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균열을 특정하도록 하였다. Fig.

6(a)는 학습된 균열검출기에 의한 1차 검출 결과물로 대부분의 지장물을 배제하고 균열후보영역을 인식한 결과이며, 붉은 사각

영역으로 검색 영역 중 검출된 영역의 중앙지점을 표현하였다.

2차 검출 대상 영역은 대부분의 영역이 콘크리트 부분과 균열 부분만이 남게 되어 Fig. 6(b)와 같이 부가적인 이미지 프로세

싱을 통해 균열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 개발된 알고리즘에서는 각 픽셀 값의 명도, 영역 이미지의 픽셀 값 분포 등의 특성을

통해 균열과 콘크리트 영역을 구분하였고 픽셀값 등 각 기준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검출된 균열은 Fig. 6(c)와

같이 0.2mm 이내 균열은 초록색, 0.2mm~0.3mm 균열은 노란색, 0.3mm~0.4mm 균열은 자주색, 0.4mm~0.5mm의 균열은 빨간

색으로 표시되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Fig. 6. Crack detection results.

4. 침목이미지를 이용한 검증

개발된 균열자동검출알고리즘의 적용성은 실제 부설된 침목을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침목에 발생한 균열은

기존 침목들에 대하여 실시한 균열패턴 검토 결과와 실제 촬영된 균열이미지를 참조하여 침목 표면에 모사하였다. 균열자동검

출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한 검증은 학습이미지와 비학습이미지를 이용한 검증으로 분류하여 수행하였다. 학습이미지를 이용한

검증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총 48개이며, 침목 길이방향, 길이 직각방향, 경사방향 및 복합 균열과 함께 자갈, 나뭇가지 등의 방

해요소가 포함된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비학습이미지를 이용한 검증은 총 11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4.1 균열패턴 분석

침목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에 대한 패턴분석은 경부선 △△△구간 약 4.2km 길이의 3복선 구간에 부설된 40,000여개의 침

목을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간 균열, 파손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불량 판정을 받은246개 침목들에 대하

여 수행하였다. Fig. 7은 PC침목에 발생한 대표적인 균열 유형과 각 유형별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PC침목 균열은 침목길

이방향 또는 종방향(longitudinal), 침목길이의 직각방향 또는 횡방향(transverse), 종방향과 횡방향이 복합적으로 섞인 복합

(mixed)균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종방향 균열이 약 95%로 대부분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파손부위는 대부분 비산 자갈

과의 충돌로 침목 상면 가장자리 부분이나, 균열부에 발생한 파임으로 발전한 경우였다.

4.2 실제 이미지를 이용한 균열 검출

개발된 균열자동검출알고리즘의 균열검출성능은 경부선 ○○○구간 측선에 부설된 침목을 1,920×1,080인 동영상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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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침목에 발생한 균열은 촬영된 침목 중 일부에서 발견된 균열이미지와 4.1절의 균열패턴

을 참조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과 길이의 균열을 명도를 감안하여 침목 표면에 모사하였다. 균열폭의 크기는

0.2mm~0.5mm 이하로 제한하였다. 알고리즘의 학습은 총 1,000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4.2.1 학습이미지를 이용한 균열 검출

학습이미지를 이용한 균열검출성능 검증은 총 48개의 침목이미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참고로 비균열요소에 대한 알고리

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48개의 이미지 중 7개는 균열이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Fig. 8은 모사된 균열종류에 대한 대

표적인 이미지이며, 검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에서 Overall은 모든 균열, “Less than 0.3mm”는 0.3mm 미만의 균열,

“0.3mm or greater”는 0.3mm 이상의 균열에 대한 균열인식률(crack identification rate)의 평균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균열

인식률은 균열폭 0.3mm 미만일 경우 96.87%, 균열길이는 87.24%이며, 0.3mm 이상의 균열폭의 경우 98.8%, 균열길이가

93.12%로 나타나 균열폭이 증가할수록 균열인식률이 증가하며, 0.3mm 미만의 균열에도 90%에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은 균열폭 97.98%, 균열길이 90.62%로 나타났다. 오검출은 침목-자갈 간 경계부에서 자갈 그림자로 인해 발

생하는 어두운 영역 중 일부, 짙은 색의 나뭇가지와 얼룩을 균열로 오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7개의 비균열 이미지에 대한

인식 결과에서도 같은 양상의 오검출이 나타났다.

4.2.2 비학습이미지를 이용한 균열 검출

비학습이미지를 이용한 균열검출성능 검증은 총 11개의 침목이미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10은 대표적인 모사균열 이

미지이며, 검출 결과는 Fig. 11과 같다. 검출 결과 균열폭은 모든 경우를 정확히 인식하였고, 균열길이는 균열폭 0.3mm 미만일

Fig. 7. Type of sleeper cracks.

Fig. 8. Types of simulated cracks in sleepers utilized i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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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91.19%, 0.3mm 이상의 경우 92.51%으로 나타나 학습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균열폭이 증가할수록 균열인식률이 증가하며,

모든 경우에서 90% 이상의 높은 균열인식율을 나타냈다. 모든 경우에 대한 균열길이 인식률의 평균값은 91.55%로 나타났다.

자갈 그림자, 나뭇가지 등 비균열이미지에 대해서는 일부 균열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작은 범위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패턴인식기법인 Adaboost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촬영시스템으로 획득한 콘크리트침목 이미지에서 균열을

자동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의 적용성은 실제 부설된 궤도에서 촬영된 침목이미지를 이용한

균열 및 비균열 이미지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Adaboost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침목의 균열을 검출하기 위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은 고해상도이미지에 나타난 균열을 자동

검출할 수 있다.

(2) 학습이미지를 이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균열검출성능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균열폭 및 균열길이에 대한 균열인식률의

Fig. 9. Average crack identification rates for studied images.

Fig. 10. Simulated sleeper crack images not utilized in study.

Fig. 11. Average crack length identification rates for non-studi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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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97.98%와 90.62%로 각각 나타났으며, 0.3mm 미만 균열에서도 충분한 균열인식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학습이미지를 이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균열검출성능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균열폭 및 균열길이에 대한 균열인식률

의 평균은 100%와 91.55% 로 각각 나타났으며, 학습이미지와 마찬가지로 0.3mm 미만 균열에서도 충분한 균열인식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습이미지 및 비학습이미지에 대한 검토 결과 모두 균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균열인식률이 높아졌으며, 일부 침목에서 균

열이 아닌 자갈 그림자, 나뭇가지 등의 지장물 일부를 균열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작은 범위에 걸쳐 한정적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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