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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노후화된 목조·석조 건축물의 균열을 탐지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본 기법의 목적은 석조·목

조 문화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리 소홀, 균열(벌레, 날씨, 기온 등), 배부름 현상에 의한 문화재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목조·석조 건축물의 균열, 노후, 배부름 등 다양한 결함과 변형

의 탐지 방법은 접촉식 센서를 이용하여 탐지를 해왔지만, 문화재 자체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문화재를 

추가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비 접촉형 탐지 기법

을 사용한다. CCTV 및 DSLR과 같은 관측장비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문화재의 결함과 변형을 AI 

영상분석 기반 방법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제안한다. 

키워드: AI 영상분석(AI Image Analysis),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균열(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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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문화재는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켜지고 

보존되어오는 귀중한 재산을 의미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에서 제공하는 문화재의 정의는 “대상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

하는 중요한 매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렇듯 문화재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접촉식 센서를 이용해 문화재의 변형, 배부름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

고 있지만, 문화재의 미관을 해치거나, 접촉식 센서로 인해 문화재를 

추가로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드론을 이용하여 

문화재의 표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분석하거나, CCTV를 이용해 사람

이 감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내내 사람이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ensorflow의 Object Detection 기법을 이용해 

문화재의 크랙과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1. 석조 건축물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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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석조 건축물 Crack

II. Proposed Method

1. Collection of Dataset

Dataset은 국가문화유산 포털 문화재청에서 지역을 충주로 설정하

고, 그중 목조·석조 건물들을 직접 방문하여 Crack이 발생한 문화재를 

DSLR(캐논 EOS 550D)을 사용하여 직접 촬영하여 총 446개의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Dataset은 목조 건물, 석조 건물 2가지로 분류되

며, 분류되지 않음은 부적절한 이미지로 판단하여 제외되었다. 이미지

의 해상도는 5184 x 3456이다.

Fig. 3. Dataset Distribution

2. Training Method and Development Environment

학습 기법은 Tensorflow 공식 Github[2]에서 제공하는 “Object 

Detection API With Tensorflow 1”[3]을 사용하였다. Image Data의 

test, train split은 1 : 9를 사용하여 나누었고, lr = 0.004, batch_size 

= 32로 설정하였으며, Transfer-learning을 하기 위해 Pre-trained 

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Pre-trained 된 모델은 

“ssd_mobilenet_v1_coco_11_06_2017”을 사용하였다. 실험 시스

템 환경으로는 Ubuntu 20.04 LTS, RAM 64GB, RTX 2070 Super, 

Intel I9-10900K가 사용되었으며, Tensorflow의 공식 Github에서 

tf1버전의 Dockerfile을 사용하였다. 학습은 총 3,600회를 진행하였

으며, TotalLoss는 아래의 사진과 같다.

Fig. 4. Loss Graph

3. Data Augmentation

Data Augmentation 기법은 Keras-Preprocessing을 사용 하였으

며, 버전은 1.1.0이다. ImageDataGenerator를 생성하여 하나의 사진

이 입력으로 들어올 때마다, 10장의 사진을 생성하였다. 입력이 n개의 

이미지라면, 출력은 10n이 되는 것이다. ImageDataGenrator 의 

속성값으로는 “ rotation_range = 30, shift_range = 0.1, shear_range 

= 0.2, zoom_range = 0.2, horizontal_flip = True, fill_mode= 

”nearest“ ”로 설정하였다.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한 Total Loss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2만7천번부근에서 

가장 낮은 Loss값을 나타냈다.

Fig. 5. Augmentation Loss Graph

III. Performance

1. Non Augmentation

Fig. 4를 참고해보면, Loss 값이 3천번대에 이르러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707번째의 ckpt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

고, test image를 이용해 Predict를 한 결과는 위의 이미지와 같다.

석조 건물의 Crack 같은 경우 98%의 확률로 Crack이라고 예측하였

다. 하지만 목조 건물의 경우 86%로 Crack을 예측하고, 사진 중하단 

일부분의 크랙은 예측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수집된 

Dataset에 대하여 증강기법인 Augmentation, Over-Fitting을 방지

하기 위한 Early-stopping, 초점이 맞지 않는 이미지에 대한 

Super-Resolution을 적용하여 조금 더 성능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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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석조 건물 Crack Detection

Fig. 7. 목조 건물 Crack Detection

2. Augmentation

Fig. 5를 참고해보면, Loss 값이 27,000번에 이르러 최솟값에 

근사하게 근접하여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7,000번째

의 ckpt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test image를 이용해 Predict를 

한 결과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다. Augmentation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랙을 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rack Detection을 위한 Augmentation Algorithm을 개발하여 성능

을 보완할 예정이다.

IV. Conclusions

Performance에서 모델이 예측한 Fig 5, Fig 6을 확인해 보았지만 

완벽한 Crack을 Detection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rack Detection을 위한 전용 Augmentation 기법 적용하여 부족한 

데이터의 양을 증강해 안정적인 성능이 확보될 것이다. 다음에는 

촬영된 이미지에 Super-Resolution을 적용하여 더 높은 성능을 도출

해내는 기법 또한 제안할 예정이다. 문화재의 Crack을 Detection 

하기 위해 촬영된 이미지들은 항상 선명할 수 없으며, Focus가 Out 

된 이미지도 존재한다는 가정에 따라, Focus가 맞춰지지 않는 이미지

에 Super-Resolution을 적용하여 불안정한 이미지 상태에서도 문화

재의 Crack을 Detection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8. 석조 건물 Crack Detection

Fig. 9. 목조 건물 Crack Detection

IV. Conclusions

Performance에서 모델이 예측한 Fig 6, Fig 7을 확인해 보았지만 

완벽한 Crack을 Detection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rack Detection을 위한 전용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였지만, 

Dynamic Background와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성능의 극적인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직접 작성 중인 Crack Detection을 

위한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끌어낼 예정이다. 

다음에는 촬영된 이미지에 Super-Resolution을 적용하여 더 높은 

성능을 도출해내는 기법 또한 제안할 예정이다. 문화재의 Crack을 

Detection 하기 위해 촬영된 이미지들은 항상 선명할 수 없으며, 

Focus가 Out 된 이미지도 존재한다는 가정에 따라, Focus가 맞춰지지 

않는 이미지에 Super-Resolution을 적용하여 불안정한 이미지 상태

에서도 문화재의 Crack을 Detection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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