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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수관 손상의 자동 탐지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성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DB 획득 시 발생된 조도 및 그림자 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강인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기반의 균열 탐지 및 손상 분류 기법을 구현하였다. 최적

의 결과를 위하여 256 x 256 픽셀 해상도의 CCTV 영상 9,941개를 이용하여 CNN모델을 적용하여 손상부위에 대한 

딥러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98.76 %의 인식률을 획득하였다. 기계학습을 통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

경의 하수도 DB에서 720 x 480 픽셀 해상도의 646개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 하였다. 본 시스템은 다

양한 환경에서 구축된 하수관 데이터베이스 에서 손상 유형의 자동 탐지 및 분류에 최적화된 인식률을 제시한다. 

ABSTRACT

We propose an automatic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sewer damage databas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ep learning. In order to optimize the performance, we implemented a robust system against various environmental 
variations such as illumination and shadow changes. In our proposed system, a crack detection and damage classification 
method using a deep learning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is implemented. For optimal results, 9,941 
CCTV images with 256 x 256 pixel resolution were used for machine learning on the damaged area based on the CNN 
model. As a result, the recognition rate of 98.76% was obtained. Total of 646 images of 720 x 480 pixel resolution were 
extracted from various sewage DB for performance evaluation. Proposed system presents the optimal recognition rate for 
the automatic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damage in the sewer DB constructed in variou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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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하 하수도 라인은 공공 인프라의 안전과 유지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하수관 결함 탐지 및 진단이 지연되

면 예기치 못한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최악에는 인명을 잃기도 한다. 하수관 

검사 유지 보수는 주변 상황과 복잡한 검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통 작업자가 수동으로 수행한다. 최근 

많은 하수 시스템이 부식과 열화로 인해 구조적인 결함

이 증가하고 있다. 노후 하수관 유지 보수의 또 다른 문

제점은 예산 및 투자 부족이다 [1]. 
하수 검사 및 유지 보수 계획에서 CCTV 시스템 (그

림 1)은 가장 일반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여서, 하
수관 구조 상태를 평가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2]. 최근에는 하수관 또는 비슷한 대상을 위해 포괄적 

검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가 

많이 있고 그 중 Tap Electronics사의 경우에는 무인으

로 파이프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자율 로봇 크

롤러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자동화 된 손상 탐지 및 분류 시스템은 검사 및 평가 

프로세스의 성능 및 정확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도구이

다. 본 시스템은 CCTV 비디오를 평가하여 노후화 된 

하수도 상태를 확인하여 사전 예방 적 관리 전략을 개

발할 수 있다. 본 균열 검출 시스템은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작업자의 미숙이나 피로에 따른 균열손상의 

누락 가능성을 피하면서 정확한 균열의 상태를 통보함

으로 기존 CCTV 소프트웨어와 통합 사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CCTV 검사 비디오에서 얻은 하수도 이미

지에서 자동 균열 감지 및 분류를 지원하는 심층적 인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하수도 CCTV 비디오에 축약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구현 및 검증을 하였다. 본 

알고리즘은 OpenCV와 Python이 결합된 Tool box와 

CNN 기법을 이용하여 구현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명 

된 CNN 모델은 기존의 하수도 시스템 CCTV 비디오에

서 검사, 균열 감지 및 하수관 상태 평가 프로세스를 자

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다 큰 통합 시스템의 일

부이기도 하다 . 

Ⅱ. 관련 연구

컴퓨터 비전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시각적으로 손상을 탐지하는 방법이 급속히 증가하였

고 이를 이용한 구조 내부의 손상 탐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주요 클래스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

한 방법이다. [3]에서 형태학적 연산을 적용했으며 그레

이 스케일 수준 이미지의 임계값은 잠재 균열 영역을 

감지 한 다음 균열 상태 추출을 위해 거리 히스토그램 

기반 shape descriptor를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오식별 

된 물체의 90 % 이상을 제거하고 균열 길이의 90 %를 

확보하였다. [1]에서 Yang은 텍스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웨이블릿 변환과 동시 발생 행렬의 계산을 적용했

다. 또한 그는 신경망 접근법이 SVM 및 Bayesian분류 

보다 나은 것을 증명하였다. [4]의 Su는 엣지 검출 

(MSED)에 기반한 형태학적 분할을 적용하여 CCTV 검
사 이미지에서 파이프 라인 결함을 탐지하였다. 또한 

OTHO (Opening Top-hat Operation), CBHO (Closing 
Bottom-hat Operation) 연산 기법을 포함한 이미지 처리 

기법을 제시하여 복잡한 배경환경에서도 정확한 결과

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반면, 두 번째 범주는 [5]에서와 같이 Deep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였고, Cha는 균열을 검출하기 위해 CNN 
을 사용했으며, 약 98%의 정확도로 40000개의 이미지

를 훈련하였다. 또한 훈련 된 CNN은 슬라이딩 윈도우 

기술과 결합되어 256×256 픽셀 해상도보다 큰 이미지 

크기를 스캔할 수 있다. [6]에서 도로 균열 탐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3264×2448 크기의 500개 이미지의 데이

터 세트에서 90 % 이상의 정확도로 수행되는 것을 보여

준다. Moselhi [7]는 4가지 유형의 하수 결함을 분류하

기 위해 역 전파 알고리즘과 결합 된 3층 신경망을 적용

했으며,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218건 중 214건을 정확

히 분류하여 98%정확도를 보였다.

Ⅲ. 하수도관의 손상 탐지 및 분류 방법

아래 그림 1과 같이 하수도 영상에서 프레임을 추출

한 후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명조건을 처리

하기 위해 이미지 크기 조정과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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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이 과정을 거쳐서 추출 되는 비디오 파일은 중복

성과 노이즈가 제거되어 재 생성된다. 그리고 이 비디오 
파일들은 CNN 모델 AlexNet [8]에 적용되어, 지하수 

하수관의 손상을 분류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 사용된다.

Fig. 1 Framework of the proposed damag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for sewerage line system

CCTV 비디오에서 수집 한 데이터에는 다양한 종류

가 있지만 본 논문의 CCTV 영상은 모든 프레임을 

30fps(frames per second)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

고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비디오 요약 기술

을 사용하여 중복성을 줄이고 원하는 프레임만 추출한

다. 또한, 서로 다른 비디오에서 추출한 원본 프레임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추출 이미지를 고정 

된 크기(256 x 256)로 조정하였다.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CNN의 학습에 작은 이미지

를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디자인 된 크기보다 큰 

이미지를 스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는 이미지 

사이즈 및 히스토그램 균등화와 같은 전처리 단계를 적

용하는 전후의 과정을 보여 준다.

Fig. 2 A sample example of preprocessing: image resizing 
and histogram equalization.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 한 이미지는 낮은 밝기의 

히스토그램 값이 일반적이기에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위해 편향된 이미지 내에서 밝기 분포를 재분배함으로

써 대조를 최대화하여 어둡거나 매우 밝은 이미지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특징을 쉽게 추출 할 수 있게 한다.

3.1. 비디오 요약

비디오 요약은 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나타

내는 키 프레임을 추출하는 방법[9]이다. 30fps 비디오

에서 시스템 성능 저하 및 추출 시간의 단축을 위해 

Ejaz가 제안한 비디오 요약 기술을 사용하였다[8]. 실험 

결과는 이 방법이 효율적으로 원하는 비디오 파일을 추

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집합과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30fps의 641초, 총 19230 프레임의 비디

오를 키 프레임 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169 
프레임이 남게 되어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됨을 보여준다.

Fig. 3 An example of extracted key frames form video

3.2. 하수관 손상 탐지 및 분류 

데이터 세트를 훈련시키기 위해, 유명한 CNN 모델 

인 AlexNet [9]이을 채택하였고 이는 지하 하수관 파이

프 라인의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분류하기에 적합한 모

델임을 보여주었다. AlexNet은 ImageNet 대규모 시각 

인식 과제 (ILSVRC-2012) [10]에서 제안 된 이미지 분

류를 위한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중 하나

이며, 이 CNN 모델은 ILSVRC의 다른 non-deep learning 
접근법에 비해 현저한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이 CNN 
모델은 8 개의 학습 된 레이어를 포함하며, 이 8개의 레

이어 중 5개는 컨볼루션 레이어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연결된 레이어이다. 원래 AlexNet은 입력에 227x227 
RGB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256x256 RGB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했다. 그
림 3은 본 연구에서 사용 된 CNN 아키텍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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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llustration of CNN architecture

720 x 480에서 256 x 256 RGB 이미지 크기가 조정

된 총 9941개의 이미지를 CNN 모델 훈련에 사용되었

다. 이미지 확대 방법을 제외하고 CNN 아키텍처 [9]에 

설명된 학습 단계를 따랐다. 25%의 검증을 이용하고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한 배치 크기

를 100으로 하고 학습 세트의 모델을 사용하여 총 17분
간 30회의 반복 학습을 하였다. 손상을 감지하는 다른 

이미지 처리 연구와 달리, CNN기법의 특징은 대상 필

드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여 자동으로 사진 추출을 배

우기 때문에 따로 사진 추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Oral 2017].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집합의 75 %가 무작

위로 선택되어 학습을 진행 하였고 나머지 25%는 학습 

속도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유효성 확인 데이터 집합

으로 사용하였다. 처음에 학습 속도는 0.9 모멘텀으로 

0.01 설정되고 학습 속도는 유효성 검사 집합의 오류율

에 따라 점차적으로 0.0001로 감소한다. 학습 및 검증에

서 가장 높은 정확도는 각각 30 번째 학습에서 98.37 % 
및 25 번째 학습에서 98.33 %였다. 그림 4b는 그림 4-a
와 비교하여 명확한 점과 가장자리 선을 보여 주지만 

그림 4-c는 그림 4-a와 4-b에 비해 더 정확하고 명확한 

점을 나타내며 네트워크가 잘 훈련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림 5는 교육 및 유효성 검사 정확도를 요약 하였다. 

훈련은 30개 학습으로 진행되며 약 17분이 소요된다. 

Fig. 5 Learned features on different layers of the CNN 
model

CNN 모델을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Caffe 프
레임 워크가 포함 된 NVIDIA DIGITS 5 도구 상자가 

사용되었으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Ubuntu 14.04, Intel® Core i7-5930K 프로세서, 

NVIDIA Titan X 12GB GPU 4개 3072 Cuda 코어, 
64GB DDR4 RAM

Ⅳ. 연구 결과

Three-fold cross를 통해 하수관 손상 탐지 및 분류 프

로그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하수구 손상 분류를 

위해 복잡한 행렬을 계산하여 CNN 모델이 하수관에 자

주 나타나는 여러 손상(이음부 결함, 이음부 단차, 이탈, 
토사퇴적, 표면손상, 관 파손 , 균열 및 연결관 돌출)을 

구별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하수구 손상 데이터 셋(연결관 돌출: 117개, 이음부 

이탈 : 160개, 이음부 결함: 169 개 토사 퇴적: 200개 이

미지)을 사용하여 손상 분류를 수행했고 표 1은 손상 분

류 결과를 보여준다.

Damage 
type

Lateral 
Protruding

Joint 
displaced

Joint 
faulty

Debris 
silty

Lateral 
Protruding

112
95.7%

2
0.4%

2
0.4%

1
0.2%

Joint 
displaced 0 160

100% 0 0

Joint 
faulty 0 1

0.2%
168

99.4% 0

Debris 
silty 0 2

0.2% 0 198
99%

Table. 1 Sewer damage classification performance

4.1. 하수관 데이터 세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ETRI)에서 얻

은 하수구 CCTV 비디오가 사용되었다. 1분에서 15분
까지의 이 비디오는 하수도관을 검사하는 로봇에 의해 

찍혔고 여기서 추출한 총 이미지 수는 9,941이다. 하수

관 손상 데이터 셋은 학습위한 것과 검증위한 두 부분

으로 나누었다. 9,989개의 이미지 중 9,343개의 이미지

가 학습에 사용되었고 646개의 이미지가 검증에 사용

되었다. 모든 이미지는 주석을 첨부한 후 전처리 단계

로서 교육 및 검증을 위해 256 x 256 픽셀 해상도를 리



CNN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하수관 손상 탐지 분류 시스템

455

사이징을 실시하였다. 또한 견고한 분류기를 생성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광범위한 이미지 변형을 데이터베

이스에서 선택하였고. 검증의 사용되는 이미지를 하수

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하수도 피해 데이터 셋의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다.

Damage Name Training Images Testing Images
Lateral Protruding 2993 117

Joint Displaced 2000 160
Joint Faulty 2550 169
Debris Silty 1800 200

Table. 2 Details of Sewer Damage Dataset

하수관의 비디오는 탭 전자 공업의 로봇 캠 6를 사용

하였고 이 로봇에 사용되는 360도 무한 회전과 240도 

사이드 뷰 캡처하는 1 / 3의 인치 SONY Exmor를 사용

하였다. 이 로봇은 이용하여 하수관의 문제가 있는 부

분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Fig. 6 Example of images with different variations of 
each damage: (a) Joint Displaced (b) Joint Faulty.

4.2. 하수관 탐지 및 분류 분석

본 연구에서는 Deep learning기법이 하수도관 손상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제안 된 시스템은 하수관에서 자주 나타나는 손상 

분류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른 하수구 CCTV 비
디오에서 추출 된 646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훈련 된 

CNN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테스트를 위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사용 했더라도 훈련 된 CNN 프레임 워

크가 표 1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총 98.76 %의 

정확도로 본 모델의 검증되었다. 참고로 다양한 조명 

조건 및 여러 손상으로 인해 잘못 분류 된 일부 테스트 

이미지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Fig. 7 Misclassification cases due to more than one 
damage appear at the same time

4.3. 비교 연구

손상 감지 방법의 성능을 기존의 기존 이미지 처리 

기술과 비교하기 위해 테스트 이미지에서 손상된 여러 

이미지를 선택했다. Binarization, Median filtering, Sobel 
edge detection [11], 및 Morphological methods [12]와 

같이 잘 알려진 이미지 처리 방법이 하수관의 손상을 

탐지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Iraky Khalifa [13] 는 하수

도 균열 예측에 기반한 영상 처리를 제안하였고, 이 경

우는 Joint Displaced 및 Lateral Protruding과 같은 이미

지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손상 감지에 사용된다.
그림 8은 이러한 손상 탐지 결과를 보여준다. 

Fig. 8 Detected damage after applying some image 
processing methods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NN을 사용하여 하수관의 손상을 탐

지하고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접근 방법을 제안한

다. 하수관 이미지는 교육, 검증에 사용되었다.
이 하수관 영상들은 로봇을 사용하여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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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개의 비디오을 256 x 256 픽셀 해상도로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646개의 비디오는 테스트 과정에 사용되

었다. 테스트 이미지는 조명 조건과 배경 잡음에 따라 

다르지만 테스트 결과는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훈
련 된 CNN에 기록 된 정확도는 98.76 %였다. 비교 분

석 결과 CNN 방법은 전통적인 영상 처리 방법에 비해 

매우 견고한 성능을 보였다. Sobel, Morphology 및

Adaptive thresholding과 같은 이미지 처리 방법은 복잡

한 배경에서는 의미 있는 손상 정보를 추출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 기법은 전통적인 이미지 처리 

방법에 비해 다양한 조명과 복잡한 배경 조건에서 하수

도의 손상을 정확히 탐지하고 분류한다. 또한 CNN기법

은 계속적으로 추가 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학습됨으

로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 이 가능하다. 향후 촬영 로봇

과 연동하여 자동 영상 획득 및 손상 검출 시스템 구축

으로 인건비와 절약과 정확성 향상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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