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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 슬라브 표면결함 탐상 시스템 

Surface Defect Inspection System for Hot S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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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vision-based defect inspection system for the surface of hot slab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self-emission from slab surfaces with high temperature, an optic method based on blue LED light and a blue pass filter is 

proposed. Because the slab surface is partially covered with scales, which are unavoidable oxidized substances caused during 

manufacturing,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vertical cracks and scale.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and to improve the 

detection performance, the use of a Gabor filter and dynamic programming are proposed.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by means of experiments conducted on images of hot slabs that were obtained from an actual slab produc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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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카메라와 조명으로 구성된 광학 기술과 GPU를 이용한 고

속영상처리 기술,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을 포함

한 머신 러닝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

야에서 자동결함검출 시스템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1-5].  

특히 최근에는 철강 산업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관리(Quality control)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철강 제품

의 결함은 크게 내부결함과 표면 결함으로 나뉜다. 일반적으

로 내부결함에는 초음파, 자기 카메라 등의 비파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표면 결함은 머신 비전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

된다[6-9]. 표면 결함은 모든 공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 고객

사에게 전달되기 전 제품 즉 냉연코일 또는 열연코일에서 검

사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고객사에게 결함이 있는 제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수동적인 방법이다. 즉 생산비용을 모두 

투입하고 난 후 결함 유무를 판단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압연공정에 소재가 투입되기 전, 즉 철강제품의 

반제품인 슬라브의 표면을 검사한 후 결함이 있다면 후공정

으로 바로 투입하지 않고 결함을 제거한 후 투입을 할 수 있

다. 또한 슬라브 결함 유무를 파악하면 결함을 발생시킨 공

정상의 원인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최근에

는 최종 제품이 아닌 반제품인 슬라브, 블룸, 빌렛에 대한 표

면 결함 검사 시스템 개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9]. 

철강 표면 결함 검사에 대한 기술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

중 교차 조며 방식과 Gabor 필터를 이용한 영상처리기술로 

후판의 주기성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과[7], 고속의 선재 표면 

결함을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기법이 연구되

었다[8]. 또한 스카핑 된 영역과 스카핑이 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9]. 하지

만 이러한 논문들의 대상인 후판[7], 선재[8], 스카핑 후 슬라

브[9]와 이 논문의 대상인 열간 슬라브는 표면 상태, 검출해

야 할 결함 종류, 표면 온도 등이 달라서 기존 방법들을 그

대로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의 대상은 열간 슬라브이다. 제강에서 강의 성분 

조정이 완료된 액체 상태인 용강을 연주 공정으로 이송하여 

주형(Mold)에 주입하여 연속주조기를 통과시킨다. 통과된 용

강은 응고된 후 다음 공정에서 사용 가능한 길이로 절단하기 

위해 연주기 후단에 설치된 Torch Cutting Machine (TCM)에 의

해 일정 길이로 절단된다. 이렇게 절단된 반제품을 슬라브라

고 한다. 이 슬라브는 후 공정인 열연, 후판, 냉연 공정의 소

재로 사용된다. 슬라브는 샘플링 방법에 의해 조업자 육안으

로 결함을 확인 후 후공정으로 이송된다. 열간 슬라브의 온

도는 약 900℃인 고온이고, 폭 최대 1,650mm, 길이 최대 

10,200mm, 두께 250mm인 반제품이다. 

이 슬라브에 생성되는 결함의 종류는 그림 1과 같이 코너 

크랙, 면세로 크랙, 절단설, 이중주입, 덧살, 스키드 마크 등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후공정에 치명 결함을 발생시키는 

면세로 크랙 검출에 대해서 다룬다. 

면세로 크랙은 슬라브 표면에 진행방향으로 즉 수직방향

으로 길게 갈라진 형태이다. 발생 원인은 성분 및 2차 냉각

수, 몰드(Mold) 주위에서 일어나는 조업 및 설비조건 등이 비

정상일때 발생한다. 특징은 표면에 길이 방향으로 주로 폭 

중심부위에서 발생되며 크랙의 길이 및 깊이가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 크랙은 크게 보면 수직 직선이지만 세부 형태는 

수직 직선에서 좌우로 지그재그 형태로 생성이 된다. 

고온의 열간 슬라브 표면은 자발광이 발생하여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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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결함을 관찰하기 어렵다. 또한 표면에 산화물인 스케일

이 덮혀 있어서, 영상으로 표면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스케

일과 면세로 크랙과의 구분이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결함 

탐상 시스템을 제안한다. 자발광을 차단하기 위한 조명과 광

학필터로 구성된 새로운 광학장치를 소개한다. 또한 스케일

과 면세로 크랙을 구분하여 검출할 수 있는 결함 검출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II장에서는 면세로 크랙을 검출하기 위한 광학장치를 이용

한 탐상 시스템을 상세히 다룬다. III장에서는 Gabor 필터와 

동적계획법으로 구성된 결함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V

장에서는 실제 생산라인에서 획득한 슬라브 표면 영상에 대

해 검출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V장에서 

결론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탐상 시스템 구성 

1. 광학 구조 

요철결함인 면세로 크랙을 검출하기 위한 광학 구조는 그

림 2와 같다. 결함이 없는 부분은 카메라로 들어오는 광량이 

일정하나, 결함이 있을 때는 결함의 광 경로가 변경되어 결

함이 없는 부분보다 화소값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이와 같

은 원리를 이용하여 요철이 있는 결함의 특징을 강조하여 영

상화한다. 

열간 슬라브는 그림 3과 같이 고온에 의한 자발광 현상이 

나타난다. 조명에 의해 영상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광

의 간섭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표면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열간 상태에는 빛이 IR (Infra-red)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IR 파장이 가장 적은 조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

발광을 차단하고 요철결함의 S/N ratio를 높이기 위해 470nm 

파장의 Blue 조명을 사용하고 Blue 조명만 통과할 수 있는 IR 

cut & Blue pass filter를 카메라 앞에 장착한다. 조명은 5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1모듈은 15개의 LED로 이루어져있다. 

2. 탐상 시스템 

열간 슬라브 결함 검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상부 탐상을 위한 4개의 라인 스캔 카메라와 하부 탐상을 위

한 4개의 라인 스캔 카메라로 구성된다. 카메라에서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상처리 PC가 필요하다. 슬라브를 탐상

하는 위치는 고온, 스케일, 먼지 등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

에, 외부 설치가 아닌 운전실 옆 전기실에 영상처리 PC를 설

치한다. 카메라와 전기실의 영상처리 PC까지는 광컨버터를 

이용한 광전송으로 영상을 보낸다. 영상처리 PC 1대는 2대의 

카메라 영상을 받고, 각 카메라별로 결함 검출을 한다. 검출

된 결함 정보와 영상은 데이터 서버로 보내지고, 데이터 서

버에서 DB로 정보가 관리된다. 조업자를 위한 Human 

Machine Interface (HMI)는 데이터 서버에서 영상과 결함정보

를 수신받아서 조업자에게 보여준다. 

슬라브의 이동속도는 30mpm(meter per minute)이다. 결함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8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동작 

해야 한다. 슬라브가 0.3mm 움직일 때마다 레이져 속도계의 

신호를 동기시켜 상부 4대, 하부 4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동

작을 한다. 그림 4는 상부의 카메라 구성도이다. 카메라의 

Field of View(FOV)는 600mm이고, 인접한 카메라와 촬영 구간

을 겹치게 적용하여 실제 한 카메라당 검사영역은 450mm이다. 

폭방향 해상도는 0.3mm/pixel이다. 슬라브 최대폭 1,650mm에 

맞추어 4대 카메라의 전체 FOV는 1800mm이다. 라인 스캔 

카메라는 Dalsa의 S3-10-02k40을 사용하였고, 화소수는 2048, 

화소 크기는 가로, 세로 14um 이다. 또한 렌즈는 Cannon 

(a) Vertical crack. (b) Corner crack. 

(c) Burr. (d) Bleeding. 

(e) Side burr. (f) Skid mark. 

그림 1. 슬라브 표면 결함 영상. 

Fig.  1. The images of surface defect. 

 

그림 2. 제안된 광학 구조의 광경로. 

Fig.  2. The light path of the proposed optic structure. 

 

 

그림 3. 열간 슬라브. 

Fig.  3. Hot Slab. 

카메라

조명

요철결함이 있을때

결함이 없을때

Jong Pil Yun, Daewoong Jung, and Changhy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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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m F1.4SUM을 사용하였다. 그림 5는 카메라, 레이져 속도

계, PC, 데이터 서버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6와 7은 결함검출 시스템에서 획득한 슬라브 표면 

영상이다. 자발광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마치 식은 상태

의 냉간 슬라브를 보는 것과 같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6은 이 논문에서의 결함 검출 대상인 면세로 크랙이다. 

그림 7은 결함이 없는 슬라브 표면 영상이다. 슬라브 표면은 

그림 7과 같이 스케일이 형성되어있다. 산화스케일은 일정한 

형태와 화소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스케일이 면세로 

크랙과 유사한 형태도 있어서, 단순히 영상의 밝기차로는 결

함검출을 정확히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장에

서 결함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7. 결함이 없는 슬라브 영상. 

Fig.  7. Slab image without defects. 

 

III. 결함 검출 알고리즘 

1. Gabor 필터 

Gabor 필터는 특정 주파수와 방향을 가진 2차원 complexed 

sinusoidal 함수와 특정 분산을 가진 가우시안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다. Gabor 필터의 사인함수는 형태를 검출하고, 코사인 

함수는 에지를 검출하는 응용에 많이 사용된다[10]. 

이 논문에서는 Gabor 필터를 면세로 크랙의 세로방향 특성

을 강화하기 위한 필터링 방법으로 사용한다. Gabor 필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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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는 사인파의 주파수를 나타내고, σx, σy 에 의해 필터의 수

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크기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θ는 필

터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림 8(b)는 면세로 크랙이 있는 슬라브 영상인 8(a)에 대

해 Gabor 필터링을 한 영상이다. 면세로 크랙 부분에서 사인 

함수와 반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응값이 음으로 

최대가 된다. 반응값을 0~255로 변환하여 영상으로 표현을 

하면 영상에서 어둡게 표현이 된다. 즉 Gabor 필터링한 반응

값이 면세로 크랙에서는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영상에

서 최솟값으로 표현된다. Gabor 필터링한 영상을 단순히 문턱

값을 이용하여 이진화를 하면, 스케일에 의해 오검출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면세로 

크랙이 세로 방향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이용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로 방향으로 Gabor 필터의 반응값을 누적하는 방법

은 면세로 크랙이 그림처럼 지그재그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

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면세로 크랙의 정확

한 형태를 찾기 위해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적용한다. 

그림 4. 카메라 구성도. 

Fig.  4. Camera configuration.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Fig.  5. System configuration. 

 

그림 6. 면세로 크랙이 있는 슬라브 영상. 

Fig.  6. Slab image with vertical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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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a) 원본 영상 (b) Gabor 필터링 영상. 

Fig.  8. (a) original image (b) image after Gabor filtering. 

 

 

그림 9. 면세로 크랙 검출에 적용한 동적 계획법. 

Fig.  9. Dynamic programming for vertical crack detection. 

 

2. 동적 계획법 

이 논문에서는 면세로 크랙의 경로가 한 영상안에서 첫번

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가장 최소의 Gabor 필터 반응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동적 계획법을 적용한다. 동적 

계획법은 부분의 해를 모아서, 전체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

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동적 계획법을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그림 9과 같이 표현

한다. 영상의 세로축을 y, 가로축을 x로 표기하고, 각 화소를 

노드로 표기한다. fy(x)는 세로축 y 에서 x 노드에서의 최소 누

적값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또한 py(x)는 y의 각 노드에서 y-1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갖는 노드 위치를 다음 식으로 나타

낸다. 

 

{ 1
0 1

( ) min ( , ) ( )}
y y

x w

f x R x y f x
−

≤ ≤ −

= +              (2) 

{ 1
0 1

( ) arg min ( , ) ( )}
y y

x w

p x R x y f x
−

≤ ≤ −

= +            (3) 

 

그림 10. 면세로 크랙 후보. 

Fig.  10. Candidates of vertical crack. 

 

R(x,y)는 Gabor 필터링을 한 영상이고 w는 영상의 폭을 의

미한다. 면세로 크랙을 찾는 문제는 노드 (x,y)에서는 3개의 

노드 즉 (x-1, y-1), (x, y-1), (x+1, y-1)만 연결된는 제약조건을 가

지고 있다[11]. 

y 위치에서의 각 노드에서 y-1까지의 각 노드까지의 누적

값과 현재 Gabor 필터 반응값을 더한 것 중 최솟값이 fy(x)이

고, 해당 노드의 위치가 py(x)가 된다. 각 노드에서는 y-1에서

의 전체 노드의 Gabor 반응값을 전부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약 조건에 해당되는 노드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그림 10은 동적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첫번째 행에서부

터 마지막 행까지의 각 열의 Gabor 필터 누적 반응값을 나타

낸다. 누적값을 보면 면세로 크랙 부분에서 최솟값을 갖는다. 

하지만 최솟값이 스케일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면세로 

크랙과 스케일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누적값 프로파일 중 

지역 최솟값(Local Minimum Value)을 후보 면세로 크랙으로 

선정한다 

계산된 py(x)를 이용하여 지역 최솟값의 마지막 행에서 첫

번째 행까지 역으로 노드를 트래킹하여 영상에 표시하면 그

림과 같이 누적값이 계산되어진 화소들을 연결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면세로 크랙의 경로를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중간에 끊어진 부분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진화 

면세로 크랙과 스케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진화를 한다. 

면세로 크랙과는 달리 스케일에 의해 형성된 후보 결함은 폭

이 넒은 스케일의 경계면을 따라 경로가 형성된다. 동적계획

법은 경로만 나타내므로 실제 크랙처럼 폭이 좁은 경계를 따

라 형성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x,y) (x+1,y)(x-1,y)

(x,y) (x+1,y)(x-1,y)

(x-1,y-1) (x,y-1) (x+1,y-1)

y=0

y=1

y=h-2

y=h-1

지역 최소값 1

Gabor filter 적용후 영상

결함 후보 1 결함 후보 2 결함 후보 3

지역 최소값 2

지역 최소값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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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학 시스템과 결

을 제안하였다

소화하기 위해

다. 다양한 형

로 크랙을 검출

을 강화시켰다

위해 동적계획

오검출율로 판

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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