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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vision-based deep learning algorithm and image processing method are proposed to detect bolt-loosening in steel 

connection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implemented. First, a bolt-loosening detection method that 

includes region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RCNN)-based deep learning algorithm and Hough line transform(HLT)-based image 

processing algorithm are designed. The RCNN-based deep learning algorithm is developed to identify and crop bolts in a connection 

image. The HLT-based image processing algorithm is designed to estimate the bolt angles from the cropped bolt images. Then, the 

proposed vision-based method is evaluated for verifying bolt-loosening detection in a lab-scale girder connection. The accuracy of 

the RCNN-based bolt detector and HLT-based bolt angle estimator are examined with respect to various perspective dist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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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볼트는 교량뿐만 아니라 건축, 기계, 항공 분야에서도 부재

간의 연결을 해 많이 사용되며, 볼트의 결함은 구조물의 

직 인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에서 정확한 진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운  인 

강교량의 33.3%에서 볼트결함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원인

으로는 볼트의 체결력 하, 진동에 의한 풀림이나 탈락에 의한 

것이 58.1%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재, 볼트풀림 진단을 한 기법에는 육안 검, 해머 타격법, 

토크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상시볼트풀림 모니터링을 한 

기법에는 음탄성법(acoustoelastic), 유도 법(guided wave), 

기역학  임피던스(elasto-mechanical impedance), 트의 

회 각 측정법, 차를 이용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기법들은 볼트가 완 히 풀릴때 까지 확인할 수 없거나 

검자의 주   경험에 한 의존도가 높은 단 이 있다.

국내에서는 지속 인 도로여건 개선에 따라 많은 신설 교량

들이 공되어 최근 10년 만에 교량의 수가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교량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교량의 유지 리 비용 한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KOSTAT, 2019). 검이 필요한 

볼트연결부의 개소가 차 방 해짐에 따라 기존의 볼트풀림 

진단 기술은 실제 용성이 떨어져 보다 경제 이며 효과 인 

교량 유지 리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은 컴퓨터 비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딥러닝 알고리즘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개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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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 기능에서 정확성  신속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층 

임 구조의 손상탐지,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탐지, 회 기

계의 결함탐지 등에 활용된 바 있다(Girshick et al., 2014; 

Gu et al., 2015; Abdeljaber et al., 2015; Janssens et 

al., 2016; Cha et al., 2017). 특히, Zhao 등(2019)은 볼트 

풀림 각도 검출에도 CNN 기반 딥러닝을 사용하 다. 그러나 

Zhao의 기법은 단일 볼트를 상으로 설계되어 다수의 볼트로 

구성되는 실 인 볼트연결부의 모니터링을 해서는 그 실용

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IT 기술의 발 에 따라 이미지 처리 기법은 상자료를 

기반의 토목구조물 진단  모니터링 분야에서 그 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지 처리기법을 이용한 구조물 진단기술은 

기존 식 센서 기반의 기술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 

볼트풀림 검출을 한 몇 가지 상기반 기법이 제안되었다. 

Park 등(2015)은 Hough 변환  Canny 모서리 검출 기법을 

이용하여 볼트풀림 각도를 검출하 으며, 이는 풀림 감지 오차가 

4°이내로 정확도가 높은 장 이 있다. Cha 등(2016)은 Support 

Vector Machine과 이미지처리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기법을 

제시하 으며, 이는 볼트풀림량 추정 시 볼트머리 치수와 볼트 

회 에 의한 노출된 나사선의 길이를 이용함에 따라 기의 볼트

풀림 감지에는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반 딥러닝  이미지 로세싱 기법을 

이용한 볼트풀림 손상검출 기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먼 , 

딥러닝  이미지 로세싱 기반 볼트풀림 검출 기법을 설계하

다. RCNN(region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상자료로부터 볼트 이미지를 

검출하며, 이미지 로세싱 기법을 통해 원근왜곡 교정  볼트

풀림 각도를 추정하 다. 다음으로 거더의 볼트연결부 모형을 

상으로 제안된 상기반 볼트풀림손상 검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 다. 한, 다양한 원근 왜곡 조건에 하여 제안된 

기법의 볼트풀림손상 검출 성능을 검토하 다.

2. 딥러닝-이미지 로세싱 기반 볼트풀림 검출 기법

딥러닝-이미지 로세싱 기반 볼트풀림 검출 기법은 Fig. 1과 

같이 볼트이미지 검출(bolt identification)과 볼트 림각도 

추정(bolt angle estimation)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볼트 

이미지 검출 단계에서는 RCNN(region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상자료로부터 볼트 이미지를 

검출한다. 이를 해 다양한 볼트 연결부 이미지 자료를 이용

하여 RCNN 기반 볼트검출기(bolt detector)를 훈련시킨다. 

상 볼트연결부 이미지는 훈련된 볼트검출기를 통해 개개의 

볼트를 검출한다. 볼트풀림각도 추정 단계에서는 이미지 로

세싱 기법을 통해 검출된 볼트의 각도를 추정한다. 촬  각도에 

의해 발생한 볼트연결부 이미지의 원근왜곡을 교정하고 개개의 

볼트 이미지로 분할한다. 분할된 볼트 이미지에 해 Hough 

변환(hough line transform)을 수행하여 모서리를 검출하고 

이로부터 볼트의 각도를 추정한다.

Fig. 1 Schematic of vision-based bolt-loosening 

detection method

2.1 딥러닝 기반 볼트 이미지 검출

RCNN 기반 볼트 검출기

RCNN을 이용하는 볼트 검출기는 Fig. 2와 같이 상으로

부터 볼트를 감지한다. 이 같은 볼트 검출기는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Girshick et al., 2014). 먼 , 입력된 색상 

이미지(input image)를 그 이스 일로 변환하고, 그 이스

일 이미지에서 경계 상자 개체 역 후보(regional proposal)를 

추출한다. 역 후보 생성 시 선택  검색 알고리즘(selective 

search algorithm)을 이용하 으며, 추출된 역 후보는 일

정한 크기로 맞추어진다. 다음으로 RCNN을 통해 역 후보의 

특징 벡터(feature vector)를 계산한다. 이후 각 역 후보는 

softmax 분류기에 의해 볼트 는 배경(볼트 없음)으로 분류

된다.

Fig. 2 Architecture of RCNN-based bolt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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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Height Width Depth Operator Height Width Depth Number Stride Padding

L1 32 32 1 Input - - - - - -

L2 32 32 32 Conv 5 5 3 32 1 2

L3 15 15 32 MaxPool 3 3 2 0

L4 15 15 32 ReLU - - - - - -

L5 15 15 32 Conv 5 5 3 32 1 2

L6 15 15 32 ReLU - - - - - -

L7 7 7 32 MaxPool 3 3 - - 2 0

L8 7 7 64 Conv 5 5 3 64 1 2

L9 7 7 64 ReLU - - - - - -

L10 3 3 64 MaxPool 3 3 - - 2 0

L11 1 1 64 FC 3 3 64 64 - -

L12 1 1 64 ReLU - - - - - -

L13 1 1 2 FC 1 1 64 2 - -

L14 1 1 2 Softmax - - - - - -

L15 1 1 2 Output - - - - - -

Table 1 Dimensions of CNN layers and operators

RCNN 기반 볼트 검출기의 장 은 슬라이딩 도우를 사용

하여 모든 역을 분류하는 신 검출기가 볼트가 포함될 가능

성이 있는 잠재  역만 처리하는 것이다. 한 컬러 상을 

그 이스 일 상으로 변환하면 볼트 검출기가 네트워크 연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볼트 검출을 한 CNN은 총 15개의 층(layer)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신경망의 기본 계층은 Input, Conv, MaxPool, 

ReLU, FC, Softmax, Output 층으로 구성되며, 각 층별 정

보는 Table 1과 같다. Input 층(L1)은 기 입력 그 이스

일 이미지로 구성된다. Conv 층(L2, L5, L8)은 입력 데이

터를 필터로 달하며, 각 필터는 볼트의 특성을 활성화한다. 

MaxPool 층(L3, L7, L10)은 신속한 훈련을 해 음의 값을 

0에 매핑하여 입력데이터 값을 양의 값으로 유지한다. FC 층

(L11, L13)은 신경망의 2차원 특징을 1차원 벡터로 변환한다. 

Softmax 층(L14)는 softmax 함수를 사용하여 벡터를 범주

형 확률 분포로 정규화한다. Softmax 층의 출력값은 합이 1인 

양의 값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Output 층(L15)은 Softmax 

층에서 발생한 확률값을 사용하여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계산

하는 분류층이다. 신경망을 통과하는 동안 32(높이)×32(폭)× 

1(채 ) 크기의 입력 상은 FC 층(L11)에서 64개의 요소

(1×1×64 크기)로 일반화되며, FC 층(L13)에서 2개의 요소

(1×1×2 크기)로 축소된다. 이는 입력 이미지가 볼트인지 배경

인지 여부를 측하기 해 Softmax 층(L14)으로 공 된다. 

RCNN 기반 볼트 검출기의 훈련

RCNN 기반 볼트 검출기는 신경망 훈련을 해 이학습법

(transfer learning)을 채택하 다. 이학습법은 량의 훈련 

이미지로 사  훈련(pre-train)하고 이를 새로운 검출 과제 

해결을 한 시작 으로 활용함에 따라, 훈련 데이터 수와 

훈련 시간을 크게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볼트 검출기는 

CIFAR-10 데이터 세트(Krizhevsky et al., 2009)에 내장된 

50,000개의 훈련 이미지를 통해 사  훈련되었다. 이때 사용

된 훈련 알고리즘은 0.001의 기 학습률, 8 epoch의 학습률 

하강주기  128개 이미지의 미니배치 사이즈를 이용하는 

확률경사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cent method)이다. 

훈련은 데스크톱 컴퓨터의 GPU(GPU: GTX 1080 Ti 

Xtreme Edition 11G, CPU: Intel i7-8700K 3.7GHz, 

RAM: 32GB)에서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사  훈련된 신경망은 58개 볼트 연결부 이미지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볼트 검출에 합하도록 개선되었다. 사  

훈련 과정이 없으면 RCNN 기반 볼트 검출기 훈련에 훨씬 더 

많은 훈련 상이 필요할 수 있다. Fig. 3(a)는 볼트 검출기 

훈련에 사용된 볼트 연결부의 이미지 이다. 학습이미지용 볼

트 연결부는 8개의 D20 규격 볼트와 회색으로 도색한 스 라

이스 이트(310×200×10mm)로 구성되었다. 이미지는 

DSLR 카메라(Nicon D7000, Tamron AF 17~50mm, 

f/2.8)로 다양한 각도  조명 조건에서 촬 되었다. 카메라와 

볼트연결부까지의 거리는 1m이며, 촬  상의 해상도는 

3253×4928 픽셀이다. 실제 볼트 역에 한 정보 구축을 

하여 Fig. 3(b)와 같이 볼트 연결부 이미지에 경계박스로 표식

처리하 다.

확률경사하강법은 1×10-6의 기 학습률, 100 epoch의 

학습률 하강주기  128개 이미지의 미니배치 사이즈를 이용

하며, 500 epoch(5,000회 반복)의 반복 훈련이 수행되었다. 

Fig. 4는 RCNN 기반 볼트 검출기의 훈련 진행 상황을 나타

낸다. 5,000회의 반복 후 볼트 검출기의 정확도는 99.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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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Fig. 4(a)). 교차 엔트로피 손실은 5,000번째 반복

에서 무시할 만큼 매우 작게 나타났다(Fig. 4(b)).

(a) Typical training images

(b) Training image with ground truth bounding boxes

Fig. 3 Architecture of RCNN-based bolt detector

(a) Iteration accuracy

(b) Cross-entropy loss

Fig. 4 Training progress of the RCNN-based bolt 

detector

2.2 이미지 로세싱 기반 볼트풀림 각도 추정

호모그래피 기반 원근왜곡 교정

임의의 촬  각도 조건에서 취득된 상의 원근왜곡 상을 

보정하기 하여 호모그래피(homography) 행렬을 이용하 다. 

호모그래피 행렬은 한 평면을 다른 평면에 투 시켰을 때 투

된 응 들 사이에 생기는 일정한 변환 계를 표 한다. 왜곡

된 이미지 상의      은 식 (1)의 호모그래피 행렬 

를 통해 동차 좌표 상의      으로 보정된다

(Yang et al., 2012; Nguyen et al., 2016). 호모그래피 

행렬 의 결정을 해서는 Fig. 5와 같이 왜곡된 상과 보정된 

상의 4개     (   )의 정보로부터 호모그래피 

행렬 요소를 식 (2)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왜곡된 이

미지 상의 4개 (, , , )은 볼트 검출기를 통해 추출된 

볼트 이미지  가장자리 볼트의 좌표를 이용한다. 보정된 

이미지상의 4개 (, , , )은 볼트 연결부의 실제 

치수로 결정할 수 있다.

 ,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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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jective transformation for perspective 

correction

호모그래피 기법을 통해 보정된 볼트 연결부 이미지는 단일 

볼트 상으로 분할한다. 분할된 단일 볼트 이미지로부터 볼트의 

각도를 추정하기 하여 Hough 변환 기반 볼트풀림 각도 추

정기법을 개발하 다. 이 기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먼 , 볼트 상의 Hough 변환을 수행하여 트의 모서리 

방정식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트의 모서리 방정식으로부터 

볼트의 회  각도를 계산하고, 볼트의 기 각도와 비교하여 

그 풀림각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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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rinciple of Hough line transform

Fig. 7 Bolt angle estimation using detected nut edges

(a) Bolted girder connection

(b) Bolt ID

Fig. 8 Experimental setup of bolted girder connection

Hough 변환 기반 볼트풀림 각도 추정기

Hough 변환을 통해 상 공간(image space)은 직선으로 

정의될 수 있는 Hough 공간(hough space)으로 변환된다

(Fig. 6). 상공간에서 직선은 다음 식과 같이 ∈ 와 

≥0로 나타낼 수 있다.

  (3)

식 (3)으로부터 상공간의 직선은 Hough 공간의 (, 

)로 나타낼 수 있다. Hough 변환을 통해 상공간의 모든 

은 Hough 공간의 선으로 변환되고, Hough 공간상에서 

교차가 많이 발생하는 은 트의 모서리에 해당된다. 상의 

노이즈 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한 모서리 검출 오류를 감소시

키기 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제약조건을 설정하 다. 첫째, 

검출된 모서리의 수는 육각볼트의 모서리수 인 6 보다 작거나 

같다. 둘째, 트 이미지의 심에서 검출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이미지 크기의 1/4 보다 크다.

Fig. 7은 Hough 변환을 통해 검출된 트의 모서리로부터 

볼트의 각도를 추정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실제 트의 번째 

모서리를 한 의 매개변수 , 로 정의하면 수평 축(축)과 

모서리의 각도는  90°로 정의된다. 트의 형상은 육각형

태로서 각 모서리의 각도는 다음 식을 통해 일 된 각도로서 

0~60° 범 로 나타낼 수 있다. 검출된 트의 모서리별 각도 

의 평균값으로부터 볼트의 풀림 각도를 결정한다.

     (4)

3. 거더 볼트연결부 모형의 볼트풀림 손상 검출

3.1 상 볼트연결부 모형  실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기반 볼트풀림 손상 검출 기법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Fig. 8(a)와 같이 거더 볼트연

결부 모형을 제작하 다. 상 볼트연결부는 8 의 볼트- 트

(D20)와 스 라이스 이트(310×200×10mm)로 구성된다. 

볼트 연결부의 상 취득을 하여 스마트폰 카메라(iPhone, 

AF 28mm, f/2.4)를 이용하 다. 취득된 상의 해상도는 

4032×3024 픽셀이다. 볼트 연결부의 상은 실내 조건에서 

삼각 를 사용하지 않고 1.5m 거리에서 촬 되었다. 실제 

장에서 정면 촬 이 어려울 수 있는 을 고려하여 0~50° 

범 내의 다양한 수평  수직방향 촬  각도에서 상을 취득

하 다. Fig. 9는 여러 가지 촬  각도에서 취득된 볼트연결부 

상을 나타낸다. 촬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근왜곡 상이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풀림 정도에 한 볼트풀림 손상 검출 성능을 검토

하 다. 이를 해 네 개 볼트(Bolt 1, 3, 6, 8)에 하여 서로 

다른 정도의 풀림 상태를 모사하 다. Bolt 1은 5°, Bolt 3은 

16.5°, Bolt 6은 10°, Bolt 8은 30°의 볼트풀림 손상을 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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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olt identification from image of lab-scale 

girder connection

Fig. 9 Bolted connection images captur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3.2 상 기반 볼트풀림 손상 검출

제안된 상기반 볼트풀림 손상 검출 기법을 통해 거더 볼트 

연결부 모형의 볼트풀림 손상을 추정하 다. 비손상  손상 

조건하에 촬 된 176개의 볼트 연결부 이미지에 하여 손상

검출 기법을 용하 다. 

먼 , 2.1 의 RCNN 기반 볼트 검출기를 이용하여 볼트 

연결부 상으로부터 개개의 볼트를 검출하 다. Fig. 10은 

정면에서 촬 된 볼트 연결부 상에 한 볼트 검출 결과를 

나타내며, 8개의 볼트가 성공 으로 검출되었다. 

원근왜곡의 정도에 따른 상별 볼트 검출 정확도를 분석하

다. 0~50° 범 의 수직  수평 촬  각도에 해 검토하 다. 

그 결과, Fig.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30° 이하의 수평  수직 

촬  각도에서는 8개의 모든 볼트가 정확하게 검출되었다. 촬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볼트 검출률이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50°의 촬  각도 조건에서 수평방향의 경우 검출률이 

약 65%까지 감소하 으며, 수직방향의 경우 33%의 볼트만이 

검출되었다. 볼트 연결부 이미지 촬 은 실내에서 수행되었

으며, 실내 천장에 설치된 조명으로부터 원이 제공되었다. 

수직방향 촬 각도의 변화는 상 밝기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평방향 촬 각도 변화에 비해 볼트 검출률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a) Horizontal perspective

(b) Vertical perspective

Fig. 11 Accuracy of rcnn-based bolt detector for 

different perspective

(a) Segmented bolts

(b) Detected edges of nuts

Fig. 12 Segmented bolts and its detected edges for 

lab-scale girder connection

다음으로, 2.2 의 이미지 로세싱 기반 볼트풀림 각도 추정 

기법을 통해 각 볼트의 각도를 산정하 다. 먼 , 볼트 연결부 

상은 호모그래피를 기반으로 원근왜곡을 교정하고 단일 볼트 

이미지로 각각 분할하 다. 한, Hough 변환을 통해 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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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pective angle : 0°

(b) Perspective angle : 20°

(c) Perspective angle : 40°

Fig. 13 Bolt-loosening detection in lab-scale bolted 

girder connection for perspective distortion

모서리를 검출하 다. Fig. 12(a)는 단일 볼트 이미지로 분할

된 8개의 볼트 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12(b)는 각각의 단일 

볼트 이미지로부터 검출된 모서리를 보여 다. Fig. 7의 기하

학  특성으로부터 식 (4)와 같이 0~60° 범  내의 볼트풀림 

각도로 산정하 다. 손상 여부를 정하는 임계값 결정을 하여 

99.7%의 신뢰수 을 갖는 상한 리치(upper control limit, 

UCL)를 산정하 다. 만약, 상한 리치를 과할 경우 볼트 

풀림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한 리치 값은 

볼트풀림 검출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한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다.

Fig. 13(a)는 볼트 연결부의 정면에서 촬 된 이미지로부터 

수행된 볼트풀림 손상 검출 결과이다. 상한 리치 값은 2.58°로 

산정되었으며, 볼트풀림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풀림각도(rota-

tional angle) 값이 크게 변화하 다. 4 곳의 볼트풀림 손상

발생 여부  풀림 각도까지 정확하게 추정되었다. Fig. 13(b)

는 20°의 원근왜곡 조건에 한 결과이다. 상한 리치 값은 

3.75°로 정면 촬  이미지 경우에 비해 다소 높게 산정되었다. 

4개의 볼트풀림 손상은 모두 손상으로 정확하게 정되었으며 

풀림각도 한 정확하게 추정되었다. Fig. 13(c)는 40°의 원

근왜곡 조건에 한 결과이다. 상한 리치 값은 5.27°로 산정

되었다. 이에 따라 풀림각도가 5°인 Bolt 1은 손상은 검출되

지 못하 으며, 나머지 3개 볼트 손상은 성공 으로 검출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자료를 이용하는 볼트풀림 손상 검출 

기법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먼 , 볼트풀림 손상 검출 기법

으로서 RCNN 알고리즘을 이용한 볼트 검출기법과  이미지 

로세싱 기법을 이용한 볼트 풀림각도 추정 기법을 병합 구성

하 다. 다음으로 제안된 상기반 볼트풀림 검출 기법은 

거더의 볼트연결부 모형에 한 볼트풀림 검출 실험을 수행하고 

상의 원근왜곡 조건에 한 손상검출 성능을 분석하 다. 볼트 

이미지 검출 성능의 경우, 40° 이하의 수평  수직 원근 왜곡 

조건에 해 80% 이상의 높은 검출률을 보 다. 볼트풀림 각도 

검출 성능의 경우, 원근 왜곡 정도가 커짐에 따라 풀림각도 검출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40°의 원근왜곡 조건에 

하여 약 5°의 작은 검출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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