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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acking in concrete structure must be examined according to appropriate methods, to ensure structural serviceability and to 

prevent structural deterioration, since cracks opened wide for a long time expedite corrosion of rebar. A site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 a regular basis to monitor structural deterioration by tracking growing cracks. However, the visual inspection are labor 

intensive. and judgment are subject.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on-site visual investigation image processing for identifying the 

cracks of concrete structures by analyzing 2D images has been developed. This study develops a unique 3D technique utilizing a line 

laser and its projection image onto concrete surfaces. Automated process of crack detection is developed by the algorithms of 

automatizing crack map generation and image data acquisition.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method is experimentally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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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구조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물 사용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열화  손상 악  보수보강을 한 안 진단 등 구조물 

계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사용자에게 심리 인 불안감을 제공하며, 장기간 열려

있는 큰 폭의 균열은 구조물의 사용성능  내구성에 향을 

다(Park et al., 2002).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은 

구조 열화  노후화의 척도로 구조손상 악과 보수보강을 한 

모니터링 상이 된다. 국내에서도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 리를 해 구조열화가 심한 시설물을 특정

리 상시설로 지정하여 정기 인 장 검을 실시하고 있다. 

노후화 정도에 따라 연 2회의 장 검이 필요한 리 

상시설과 매월 1,2회의 매우 빈번한 장 검을 수행하는 

재난 험시설로 구분되어 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 리 

상시설물에 한 정기  장조사의 부분의 검사항목은 

조사 에 의한 주요 구조부 의 균열정도에 한 육안조사로 

인력조사의 고비용성과 조사결과의 정확도  객 성 미흡 등 

문제 이 두되고 있다.

인력에 의한 균열 검 장조사에 한 안으로 자동화 

균열 검 기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표 인 로 카메라 촬 에 의한 균열 상 획득  상분석에 

의한 균열도 작성(Chen et al., 2006; Cha et al., 2017)을 

들 수 있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카메라 상기반 자동화 균열

분석기법은 주로 상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한 것으로 필터

링과 마스킹을 통한 상사 처리기법(Adgikari et al., 

2014), 첩인식  형상검지기법(Lee et al., 2012)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기법은 구조물 표면 이미지의 밝기나 

선명도 등과 같은 사진촬  환경에 큰 향을 받으며, 2차원 

상분석의 한계상 얇은 얼룩 등에 한 균열구분이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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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ion of line laser oscillator

(a) Line laser scanning and 

video acquisition

 (b) binarized image and 

crack detection

Fig. 2 

경우가 발생한다(Kang et al., 2002). 이와 같은 공학  

한계로 인해 상기법(Kim et al., 2005)에 의한 균열조사는 

제한된 정확도 문제가 두되며, 재 인력에 의한 육안조사를 

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Takafumi et al., 2012).

균열과 같은 3차원 정보에 한 2차원 상분석기법의 한계는 

3차원 스캐닝 기법으로 극복될 수 있다.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같은 이  계측장비를 기반으로한 3차원 

스캐닝 기법의 근거리 용 안으로 제시된 삼각법(trian-

gulation method; Kwon, 2001)은 상물체에 주사된 라인 

이 (line laser)의 디지털카메라 상을 분석을 통해 3차원 

스캐닝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문화재 복원분야 등에서 활발히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인 근거리 3차원 스캐닝

기법인 삼각법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균열정

보를 획득하는 자동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콘크리트 

균열의 특성상 표면 단 과 같은 3차원 특성을 정확하게 악

할 수 있는 본 스캐닝기법을 통해 균열 악의 정확도를 높여 

자동화된 균열정보 획득이 가능함을 실험 으로 증명하 다.

2. 삼각법 기반 콘크리트 균열 탐지 하드웨어

2.1 라인 이

이 는 높은 에 지 에 많은 원자가 머물러 있다가 

외부자극에 의하여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낮은 

에 지 로 떨어질 때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 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발진을 일으키기 하여 

이  매질의 양단에 반사거울을 설치하고, 그 빛이 이 사이를 

무수히 왕복하면서 증폭되는데 증폭이 손실보다 크면 발진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한쪽 거울은 100% 반사 하도록 만들고 

반 쪽 거울에서는 일부분의 빛이 투과하도록 만들면 발진된 

빛의 일부가 밖으로 나오게 되므로 이 빔을 얻을 수 있다.

라인 이 는 Fig. 1과 같이 일반 이 의 발진부에 포웰

즈(powell lens)로 알려진 이  라인 생성기 즈를 삽입

하여 이 가 발진을 일으킬 때 빔을 사방으로 펼쳐 생성된 

균일한 이  라인을 말한다. 라인 이 는 이 빔의 형태에 

따라 가우시안 라인(gaussian line)과 비가우시안 라인(non- 

gaussian line)형태로 나뉘게 된다. 가우시안 라인은 원통형 

는 실린더형 즈를 사용하여 조 (collimation) 빔의 한방

향에 해서만 집 후 퍼뜨리게 된다. 한편 비가우시안 라인은 

어떤 즈로 입사되는 가우시안 로 일 빔의 세기가 높은 

가운데 부분을 굴 률이 크게 만들어 멀리 굴 시키고 상

으로 세기가 낮은 외각부분을 굴 률이 낮게 만들어 균일한 빔의 

세기를 유지하는 라인 이 로 우수한 직선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 다.

2.2 시스템 개요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표면에 라인 이 빔을 주사하면 

균열의 음각에 이 빔이 도달하지 못하여 불연속 이 발생

한다. 라인 이 를 이동시키면 연속된 불연속 이 발생하고 

이를 상으로 촬 하고 분석하여 균열을 검출한다. 상분석은 

두 가지 단계로, 단일 임 단 에서 콘크리트의 균열 이 되는 

라인 이 빔의 불연속 을 검출하고, 연속 임으로 확장하여 

균열 을 조합하여 최종 균열도를 생성한다.

라인 이 빔의 불연속  획득의 세부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2(a)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라인 이

빔을 주사한 후 카메라를 통해 라인 이 빔이 포함된 상을 

획득하고, Fig. 2(b)와 같이 이미지의 흑백화와 설정된 임계

값에 의한 이진화(Paul et al., 2002; Cho et al., 2014) 

작업을 수행하여 이진화된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라인 이

빔의 불연속 을 검출한다. 검출된 불연속 은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이 되고 균열 의 크기  치를 악하는 작업이 수행

된다.

연속 임 단 에서 상분석은 단일 임으로부터 축 된 

균열 을 조합하여 균열형상을 결정한다. 이 때, 수치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역학 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균열의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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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Image processing of crack location detection

(a) Single frame extraction (b) Binarization

(c) Crack size measurement

Fig. 5 Crack pattern recognition

결정하기 해 균열의 진행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된 균열인식 

알고리즘이 용된다. 균열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형상이 결정

된 균열은 치, 폭, 각도, 방향성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균열도 

작성에 활용된다. 상기의 모든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Fig. 3 Flow chart of the crack map generation

3. 균열도 작성 알고리즘

3.1 균열  추출을 한 단일 임 상처리  분석

Fig. 4는 단일 임의 이미지 처리  분석 작업 과정이다. 

우선, 라인 이 빔의 효율 인 데이터 추출을 해 이미지의 

RGB 픽셀 정보  이 의 장인 650nm과 가까운 색성

분 정보만 취한 후 이를 흑백(gray scale) 상으로 변환한다

(Cho et al., 2014). 상변환 과정에서 촬 환경과 라인

이 빔의 번짐 등으로 인한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하여 평균

필터(mean filter)를 용하고 이진화한다(Otsu, 1975). 

이진화된 이미지 데이터에서 라인 이  부분의 픽셀은 1의 

값을 취하고 흰색으로 표 된다. 반면에 라인 이  외의 나머지 

부분은 0의 값, 검정색으로 표 된다. 이 때, 흰색으로 표 된 

라인 이 빔이 끊기고 검정색으로 표 되는 부분이 균열이다.

최종 균열도 작성에 활용될 균열 의 치와 크기 데이터를 

획득하기 해서 , 축을 기 으로 각각의 픽셀의 합

(cumsum)을 취한다. 축 방향으로의 합은 라인 이  

부분만 0이 아닌 값을 갖고 이 값의 심 이 축 치정보가 

된다. 축 방향으로의 합은 균열부분만 0의 값을 갖고 이 

값의 심 이 축 치정보, 0의 값을 갖은 픽셀의 수가 

균열의 폭 정보가 된다.

3.2 균열인식 알고리즘이 용된 연속 임 상분석

단일 균열일 경우 상 체의 연속 임에서 추출된 균열

의 치정보들을 단순 연결하면 균열형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균열이 분열되거나 2개 이상의 균열이 있을 때는 앞의 균열 이 

뒤의 어느 균열 과 연결될 것인가를 단하고 균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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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악할 균열인식 알고리즘이 용된다. 균열인식 알고

리즘의 기본 제는 임계값을 부과하여 균열 과 균열 을 

연결하며 균열  사이의 거리가 일정치의 임계값을 과하면 

다른 균열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만, 3개 이상의 균열 들이 

임계값 이내에 인 한 경우에는 조건 알고리즘을 용한다.

Fig. 5는 균열 인식을 한 상 처리  분석이 완료된 6개 

임의 균열 으로부터 균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시각화 

하 다. 각각의 균열 은 이미지 평면상에서 픽셀임과 동시에 

좌표를 갖고 있어 좌표값을 통해 직선거리가 도출될 수 있고 

임을 순차 으로 분석하며 임계치 내의 균열 을 연결한다. 

1번 임에서는 한 개의 균열 , 2번 임에서 두 개의 

균열 이 있지만 두 균열 의 거리가 임계치를 과하여 서로 

다른 균열로 인식되고 시작 이 다른 두 개의 균열 인식이 진행

된다.

다음은 균열을 인식하는 조건 알고리즘의 세 가지 이스다. 

Fig. 5(a)와 같이 한 개의 균열 에서 두 개의 균열 이 임계치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균열이 분리된 것으로 단되어 균열의 

분기 으로 인식되었다.

Fig. 5(b)는 2개의 균열 에서 다시 2개의 균열 이 

발생된 경우다. A와 D는 각각 균열이 분열되어 서로 다른 균

열 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둘 다 B와 C가 임계치 내에 있어 A와 

D 둘 다 B와 C로 균열이 분열되는 것으로 잘못 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의 균열 이 발생한 뒤 다음 임에서 임계치 

내에 다시 개의 균열 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균열로 

인식한 뒤 최단거리가 균열의 경로로 설정된다.

Fig. 5(c)는 Fig. 5(a)와같이 단일 균열 에서 두 개의 

균열 이 발생하 지만 분열로 인식되지 않아 A에서 C로 연결

되지 않았다. 이는 마코  사슬(markov chain)이론(Rafael 

et al., 1987; Baum, 1972)이 도입된 결과다. 

마코  사슬 이론이란, 시간 에서의 측이 의 상태에 

의존하는 것으로 =0이면 과거 상태로부터 독립 이고 =1

이면 바로 이 의 상태만 고려하고 =2이면 이  두 개의 

상태를 고려하여 재의 측을 결정하는 것이다.

균열 인식에 마코  사슬 이론을 도입하면 시간 는 재 

임이 되고 은 이  임이 되고 이 2 이상일 경우 

균열의 직진성을 고려하여 발생되어 온 진행 경로의 각도가 된다. 

다수의 균열 이 임계치 내에 인 하여 균열의 연결이 모호할 

경우 이  임의 균열 과 재 임의 균열 이 이루는 

각도가 다음 임의 균열 과 180도에 가까운 을 균열의 

방향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Fig. 5(c)의 A는 이  임의 

균열 과의 각도를 고려하여 B로 연결되고 C는 다른 균열로 

인식되었다.

상기 알고리즘들은 각각 가 치를 부여받아 매 임의 균

열 마다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가 치가 곱해진 값을 비교하고 

값이 가장 큰 방향으로 연결되어 최종 균열 형상을 구성한다. 

3.3 균열 특성 분석  균열도 작성

균열인식 알고리즘을 통하여 개별의 균열로 인식된 균열을 

Fig. 6과 같이 각각의 균열로 분류하여 균열의 특성인 길이와 

각도, 폭 등의 특성을 구할 수 있다. 균열의 길이는 각 균열을 

구성하는 균열 을 이용한다. 각 균열이 포함하는 개의 균열

의 간격을 각각 구한 뒤 이를 합산하면 단순 이미지만을 

분석하여 균열의 길이를 구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더 정확한 

균열의 길이를 획득할 수 있다. 균열의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카메라 화소의 개수와 단일 픽셀의 크기로 스 일 팩터(scale 

factor)를 고려하여 길이단 인 mm로 변환하여 계산한다. 

균열의 각도는 균열의 시작 과 종료 을 추출하여 각도를 

계산하고 균열의 폭은 단일 임 상처리  분석 과정에서 

각 균열 마다 장된 정보를 활용한다.

최종 으로 작성된 균열도는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을 단순 

이미지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균열을 세분화 하여 

각 균열의 길이, 각도, 폭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모든 

과정은 자동화되었다.

Fig. 6 Crack grouping

4. 실험  검증

4.1 실험  균열 검출

본 실험을 한 라인 이 는 Freecon사의 HLNC 650-16

의 두께가 일정한 비가우시안 라인 이 이고 성능은 Table 1과 

같다. 상 센싱을 한 디지털 카메라는 Canon사의 700D가 

사용되었고 이의 이미지센서의 크기는 22.3×14.9mm이며, 

2592×1728pixel의 450만 화소 상을 획득하 다. 균열 생성

을 해 Fig. 7과 같이 W1800mm×H300mm×T120mm의 

철근콘크리트 실험체를 제작하여 4  가력 실험을 실행하 다. 

양 끝 아래에 2개의 지지 을 두고 쪽 심부의 2 에서 

가력하여 심부에는 단력이 발생하지 않고 휨응력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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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power ＜16mW Operating voltage 7~24VDC

Wave length 655nm Operating current ＜60MA

Beam angle 45° Operating temp -10°~50°

Beam size
＜0.1mm at 

300mm
Storage temp -40°~85°

Table 1 Line laser specification

FIg. 7 Experimental RC beam

(a) Cracks image

(b) Crack points

(c) Crack pattern recognition

Fig. 8 Experimental result

(a) Crack grouping

(b) Crack width

(c) Summary of cracks

Fig. 9 Crack map

하여 휨균열이 생성되었다. 균열 발생 후 라인 이  스캐닝과 

동시에 비디오 촬 을 통한 30개의 이미지 임을 추출하여 

균열  획득을 한 단일 임 상 처리  분석을 하 다. 

한 균열인식 알고리즘을 용하는 연속 임 상처리를 

통하여 각기 다른 균열을 인식하고 균열 형상을 구성하 다. 

상세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8(a)와 같이 휨균열이 발생한 실험체에 이 를 주사

하여 촬 한 후 30개의 이미지 임을 추출하여 Fig. 8(b)와 

같이 균열 을 생성하 다. Fig. 8(c)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균열 인식 알고리즘을 용하여 균열 으로부터 균열의 형태와 

방향성을 추출해낸 결과이다. 이는 균열의 형태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인식 알고리즘 과정에서 균열이 자동으로 

세분화되었고 추후 균열도를 작성에 활용되어 균열의 특징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었다. 검출된 균열 형상인 Fig. 8(c)와 

원본 이미지 Fig. 8(a)를 비교했을 때 정확한 균열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의 높은 신뢰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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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frames

(b) 20 frames

(c) 30 frames

Fig. 10 Comparison of crack detection

4.2 균열 특성 분석  균열도 작성

균열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균열들은 Fig. 9(a)와 같이 5개로 

자동으로 분류되었고 개별의 균열로 분리되어 특성이 분석되

었다. 균열의 폭은 최소 0.35mm부터 최  5.23mm까지 측정

되었고, Fig. 9(b)와 같이 각 균열별, 치별로 폭 데이터가 

장되도록 하 다. 0.3mm이하의 미소균열은 검출되지 않았

는데 카메라의 해상도를 키우거나 카메라와 실험체의 간격을 

여 해결할 수 있다.

길이와 각도, 평균폭 등의 특성은 Fig. 9(c)와 같이 표로 

정리됨으로써 최종 으로 Fig. 9(a)~(c)와 같은 균열도가 

생성된다. 

균열도는 균열의 형상  방향성의 시각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이 세분화되고 각 균열의 특성을 제공하여 추후 

부재력에 향을  만한 균열을 검출하고 형상과 치, 크기를 

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4.3 임 개수에 따른 균열 인식 검토

균열인식 알고리즘을 구 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부분이 재 임과 다음 임에서 균열 의 수가 증가

하거나 감소할 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고 균열인식의 정확

성을 악하기 해 상의 임 수를 조정해가며 실험하 다.

Fig. 10(a)~(c)와 같이 총 임의 개수가 10개, 20개, 

30개일 때 균열의 형상을 비교하 고 임의 수가 클수록 

즉, 라인 이 의 센싱 간격이 짧을수록 더욱 정확한 균열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분기 에서 임계값을 

설정할 때 다음 균열이 새로 시작하는 균열인지 이  균열과 

나 어지는 균열인지 단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된 오류인 것

으로 단된다. 반면에 균열 의 거리가 짧을수록 임계값이 

명확해지므로 임 개수를 높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연구는 라인 이 를 이용한 자동 균열 검출 시스템개발에 

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균열이 존재하는 콘크리트 표면에 이 를 주사한 후 

3차원 형태의 상을 분석하여 균열 치를 악할 수 

있다.

2) 추출된 균열의 치를 악하여 균열의 특징을 분석하면 

균열의 방향과 형태를 자동으로 악할 수 있다.

3) 임 이미지의 개수를 다르게 선정하여 알고리즘에 

용시킨 결과 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균열 

상과 더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균열의 특징과 형태를 악한 후 도출된 결과로부터 

균열의 길이, 방향  각도 등의 균열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5) 균열의 길이와 각도 폭은 mm당 치환되는 픽셀의 값 즉, 

카메라 해상도에 향을 받으므로 해상도가 좋을수록 

객체와 카메라의 거리가 짧을수록 더욱 정확한 균열도를 

작성할 수 있다. 

6) 본 연구는 균열 추출의 자동화에 목 을 두었으며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감시키고 시설물 안 성 평가의 행 

균열 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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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사용자에게 심리 인 불안감을 제공하며, 장기간 열려있는 큰 폭의 균열은 구조

물의 사용성능  내구성에 향을 다. 국내에서는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 리를 해 균열정도를 

악하는 조사가 인력에 의한 육안조사로 수행되고 있지만 인력의 고비용성과 객 성 미흡 등의 문제 이 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상분석을 통한 균열 추출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균열인식 정확도 향상에 2차원 상 분

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2차원 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3차원 특성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3차원 삼각 스캐닝기법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균열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을 개발하 다. 본 하

드웨어의 개발과 더불어 균열 패턴분석을 한 획득된 균열의 세분화와 균열의 특성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이를 실

제 콘크리트 빔의 균열 탐지 용을 통해 검증하 다.

핵심용어 : 균열, 검출, 모니터링, 라인 이  센서, 신호처리

본 논문에서 검증된 결론을 통하여 균열의 형태와 특징을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항목의 추가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1) 균열도 작성에 있어서 장비의 성능과 상 거리가 균열 

인식 정확도에 향을 미치므로 추후 장비 성능 개선과 

함께 즈의 크기  거리의 상 계 등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균열의 형태를 단할 때, 실험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하여 

단순 진행일 때는 이  센싱 간격을 넓게, 분기 을 

기 으로 균열의 구간이 분리되어 복잡할 경우 센싱 간

격을 좁게 하여 구간마다 변화를 주어 계측하는 방법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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