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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건물 외벽에 발생하는 균열은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이

에 따라 전문검사관의 현장 점검을 통해 발생 균열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현장 안전점검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의 균열 데이터셋은 주로 콘크리트에만 한정되

어 다양한 외벽에 강인한 모델을 구축하기 어렵고 균열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정확한 마스크(Mask) 정보가 

필요하나 이를 만족하는 데이터셋이 부재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외벽에 강인한 균열 구획화 모델을 목

적으로 2,744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매직 완드 기법으로 라벨링을 진행해 데이터셋을 구축 후, 이를 바탕으

로 딥러닝 기반 균열 구획화 모델을 개발했다. UNet-ResNet50을 최종모델로 선정 및 개발 결과, 테스트 데

이터셋에 대해 81.22%의 class IoU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균열 두께를 측정하여 건축

물 안전점검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딥러닝 (Deep Learning), 데이터 어노테이션 (Data Annotation), 

균열 구획화 (Crack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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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건물의 안전점검은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

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균열의 경우 전문검사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건물에 발생한 균열 유무, 진행성 

및 두께를 파악하여 위험도를 평가한다[1]. 하지만 전문검사관이 

모든 균열을 판단하기엔 시공간적 한계가 존재하며, 검사관의 주관으

로 균열의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AI 기술 도입을 

통한 균열 점검 시스템의 수요가 크다[2]. 

현재 딥러닝 기반 균열 연구는 크게 균열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 

문제(Image Classification)와 균열을 마스킹하는 구획화 문제

(Image Segmentation)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균열 구획화 데이터셋은 도메인 환경이 제한적이며 구획화 라벨링이 

정확하게 균열 두께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다[3]. 

또한 상기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실제 균열의 모습과 상이하여 적용성이 떨어진다[3].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외벽 균열에 

강인한 구획화 모델을 소개한다. 모델 개발을 위해 (1) 다양한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을 촬영해 총 2,744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 

기존 구획화 라벨링보다 더 정밀한 라벨링을 위해 매직 완드 기법을 

최초 적용했으며, (3) 구축한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획화 

모델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균열 환경에 강인한 구획화 모델을 

개발하여 class IoU가 81.2%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영상 기반의 균열 마스킹과 최대 폭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안전점검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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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균열 데이터셋 관련 동향

기존 대표적인 균열 공인 데이터셋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 

규모와 참조수준 기준 DeepCrack[3], METU[4], SDNET2018[5]

이 대표적이다. DeepCrack은 분류와 구획화를 중심으로, METU와 

SDNET2018은 균열 분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DeepCrack은 

기존 12개의 균열 데이터셋을 재구성 및 이미지 형식을 통일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구획화 라벨링을 수행하였다[6]. 그러나 

이 또한 원본 이미지의 실제 균열과 비교하여 균열이 아닌 부위에 

균열로 잘못 표시된 노이즈를 확인하였다. METU와 SDNET2018은 

구획화와 관련한 마스킹 정보가 부재하며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도메인

의 균열 이미지로써 아주 한정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의 

이미지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2 구획화 라벨링의 최신 동향

구획화의 성능은 마스킹과 관련한 데이터 어노테이션의 질에 따라 

그 성능이 천차만별이며, 이에 따라 마스킹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라벨링 기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브러쉬(브러쉬 형태로 영역을 직접 색칠), 폴리곤(테두리

의 선을 따라 점들을 찍어주는 기법), 이미지 처리 기법(임계치를 

기준으로 이진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브러쉬 기법이 가장 정확할 

수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폴리곤 

기법은 단순한 형태의 도형 및 물체 라벨링에 적합하나, 균열처럼 

얇고 불규칙적 형태에서의 정밀한 라벨링은 어렵다(Fig. 1). 

이러한 라벨링 기법을 통한 데이터 어노테이션은 해당 과정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대신 정답 라벨(Ground Truth : 이후 

GT로 서술) 자체에 노이즈(noise)를 동반하는 한계를 가진다. 균열 

구획화 라벨링 관련 연구로, ABECIS[7]는 오픈소스 균열 검출 및 

구획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그러나 METU으로 학습하여 도메인

이 협소하고, 800장의 이미지에 대해 폴리곤 기법을 통한 라벨을 

만들어 데이터셋이 소규모이고 정밀하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의 균열 데이터셋과 라벨링 툴을 활용하기보다 연구 취지에 적합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균열 구획화 데이터에 새로운 라벨링 

기법을 적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Fig. 1. Polygonal Annotation process from ABECIS

III. The Proposed Scheme

다양한 외벽 균열에 강인한 구획화 모델을 (1) 다양한 도메인에 

적합한 균열 데이터셋 구축, (2) 균열 구획화 모델 개발, (3) 균열 

구획화 모델 결과 분석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양한 도메인에 적합한 균열 데이터셋 구축

1.1 POC 데이터셋 수집 및 분류

기존 균열 데이터셋에 발생했던 협소한 도메인의 문제를 보완할 

균열 이미지를 총 4,643장 촬영하였다. 필자가 사는 포항시의 일곱 

지점에서 촬영하였으며, 학습 용도(분류, 구획화)에 따라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2,744장의 이미지를 구획화 학습 데이터셋으로 확정하였

다. 이에 대한 예시는 Fig. 2와 같으며, 균열의 두께를 알기 위해 

1cm 크기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촬영하였다. 특별히 균열을 통한 

건물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에 맞춰 미세한 균열보다는 확실한 

균열을 위주로 데이터화했다.

Fig. 2. POC segmentation dataset sample image

1.2 균열 구획화 라벨링 기법 제안

상기 라벨링 기법 중 수동적 기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자동적 

기법에서 나타나는 부정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자동화된 범위 

지정 도구인 어도비사의 매직 완드(Magic Wand Tool)를 활용한 

라벨링 툴을 제작하였다[8]. 매직 완드 툴은 임계치(Tolerance)를 

기준으로 비슷한 색상의 영역을 선택해준다. 임계치와 연결성을 조절

하고 클릭을 통해 영역 지정 및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대해 

마스크를 생성하여 저장해준다. 이는 기존 Otsu 알고리즘과는 달리 

지역적인 연결성 부분이 유연하게 적용되어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브러쉬 만큼이나 구체적으로 라벨링 되는 부분도 확인하였다

(Fig. 3). 본 라벨링을 통해 총 2,744장의 POC 구획화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모델 학습 및 검증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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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otation Tool inspired by Magic Wand

2. 균열 구획화 모델 비교평가 및 개발

구획화 기법은 크게 의미론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인스

턴스 분할(Instance Segmentation)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균열 여부에 대한 이진화의 특성만 반영하고자 의미론적 분할 기법을 

적용하였다. 의미론적 분할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 모델로는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9]와 SegNet[10], U-Net[11]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해당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의미론적 분할 모델에서 자주 사용되는 평가 지표로는 픽셀에 

따른 정확도(Pixel Accuracy)와 mIoU(Mean Intersection over 

Union)가 있다. 하지만 픽셀에 따른 정확도는 비대칭 데이터에 대해 

취약하고, mIoU는 모든 클래스의 IoU를 합산하여 나오는 지표로 

관심 균열 영역의 구획화 성능과 무관하다. 이에 따라 균열 구획화의 

성능에만 중점을 두고자 최종적으로 균열에 대한 class IoU를 평가 

지표로 선정했다. 2,744장의 POC 데이터셋은 각각 

Train:Validation:Test=7:2:1의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Table 1은 

대표 모델 6개에 대한 균열 class IoU 값을 나타낸 표다. 6개의 

모델을 비교한 결과 UNet-ResNet50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해당 모델의 백본망으로써 특징추출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ResNet50

이 가장 높은 점수로 균열을 구획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egNet, FCN과는 달리 Down-sampling 과정 중 손실되는 지역적 

특징들을 Up-sampling 과정 중 Skip-connection으로 보강하기 때문

에 UNet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 목적상 실시간 

필요성은 적기에 가장 높은 정확도인 UNet-ResNet50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획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Model Crack Class IoU (%)

UNet-ResNet50 81.22

UNet-mini 73.89

UNet-VGG 73.07

UNet-MobileNet 71.93

SegNet-ResNet50 63.82

fcn_8-MobileNet 59.83

Table 1. Crack Class IoU on POC dataset

3. 균열 구획화 모델 결과 분석

Fig. 4. Examples of model result

Fig. 4는 UNet-ResNet50의 테스트 데이터셋 균열 구획화 결과이

다. 각각 (A) 균열 class IoU가 높은 경우, 즉 GT와 모델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 (B), (C)는 균열 class IoU가 낮은 경우, 즉 GT와 모델 

일치도가 낮은 경우를 나타낸다. (B)와 (C)의 경우, 모두 균열 class 

IoU가 낮게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B)의 경우, 원본 

이미지의 균열과 비교하여 GT의 균열 구획화가 모델의 균열 구획화보

다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의 경우, 원본 이미지의 

균열과 비교하여 모델의 균열 구획화가 GT의 균열 구획화보다 잘 

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평가 지표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균열 class IoU를 채택하더라도 성능 측정에 대한 오차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Fig. 5. The Subjectiveness of Crack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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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균열 구획화 개발 중 균열의 정의가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재확인했다. 균열 라벨링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진행하나, 작업자에 따라 픽셀 단위의 라벨링에는 부득이하게 오차가 

존재하고 모델의 성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Fig.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패인 회색 부분이나 각도 상 얇아진 부분 등에서 

모델이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류라고 지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균열 정의 및 기준의 표준화가 필수적이

며, 기준형식을 두 가지(Loose/Tight)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균열 구획화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한계점 

제시를 통해 다양한 외벽에 강인한 균열 구획화 모델 개발 과정을 

다뤘다. 향후 상기한 한계들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여 고도화하고, 

균열 두께 측정 모델을 추가하여 이미지를 통해 자동적으로 균열의 

마스킹과 최대 폭을 계산함으로써 안전점검 현장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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