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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목조 문화재 영상에서의 변위를 효율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우선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변위 객체들이 이미지 공간상의 어느 곳이든 위치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구성한 이후 사전 학습된 합성 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에 대한 심층 특징 벡

터를 추출한다. 그 이후 심층 특징 벡터는 완전 연결 계층의 입력 값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변위가 존재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셋으로는 충주시 근처의 문화재에 방문해서 수집한 목

조 문화재 이미지를 가지고 정상 및 비정상으로 구분한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우리가 제안한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이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목조 문화재에서 변위 

영역을 더 잘 감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목재 문화재의 변위 검출에 있

어서 매우 적합함을 보여준다.

키워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문화재(cultural asset), 변위 측정(displacemen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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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목조 문화재를 구성하는 나무 재질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다양한 변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조기에 목조 문화재에서 발생하

는 변위를 감지해서 이른 시간에 복구하는 게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조 문화재의 변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부름 

현상 및 크랙 현상에 대한 변위를 효율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한 모델에서는 

우선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변위 객체들이 이미지 공간상의 

어느 곳이든 위치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구성한 이후 사전 학습된 

합성 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에 대한 심층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그 이후 심층 특징 벡터는 완전 연결 계층의 입력 값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변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

게 된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셋 구축을 위해서 충주시 

근처의 여러 문화재에 방문하여 DSLR 카메라로 다양한 목조 문화재

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실험 결과 우리가 제안한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이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3장에서는 직접 수집한 

목조 문화재 데이터 셋에서의 우리가 제안한 모델의 감지 성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통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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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ject-centric data augmentation

Fig. 2. Detection model architecture

II. The Proposed Scheme

Fig. 1은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가상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크랙 

혹은 배부름과 같은 변위가 존재하는 장면 이미지와 변위가 존재하지 

않는 같은 장면 이미지의 한 쌍에 대해 픽셀 수준의 차이 값 계산을 

통해 크랙 혹은 배부름에 대한 변위 객체만 포함하는 이미지를 생성한

다. 그 이후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변위 객체들이 이미지 

공간상의 어느 곳이든 위치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이미지를 확대 및 축소하는 스케일 

연산 및 전체 이미지를 무작위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쉬프트 연산을 

사용하였다. Fig. 1에서 보이듯이 변이 객체 추출 및 데이터 증강 

과정을 통해 목재 문화재에의 다양한 위치에 변위 객체가 분포됨을 

알 수 있다. Fig. 2는 변위를 감지하기 위한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여준

다. 변위를 감지하기 위한 모델로는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내는 EfficientNet[1]를 사용하였다. EfficientNet모델을 통해 

추출된 입력 이미지에 대한 심층 특징 벡터는 최종 분류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완전 연결 계층으로 연결되며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통해 입력 이미지에 대한 두 가지의 클래스(정상, 비정상)의 

확률값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입력 이미지가 정상인지 아니면 변위가 

발생했는지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III. Experiment

3.1 Dataset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목조 문화재 변위 감지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문화재에 방문하여 DSLR 카메라로 다양한 목조 문화재의 

영상 이미지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우선 뒤틀림이 존재하는 비정상 이미지를 먼저 수집한 이후 포토샵으

로 뒤틀림이 존재하는 영역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변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 클래스에 속하는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배부름에 대한 

변위를 감지하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수집한 문화재 이미지에서 

배부름의 둥근 형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배부름이 존재하는 이미지 

데이터 셋도 별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체 데이터 셋 중 80%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셋으로 사용되었고 20%는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사용되었다. 

Fig. 2는 목조 문화재 데이터 셋의 두 가지 클래스별 영상 이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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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images in our dataset

3.2 Experimental Setting

본 실험에서는 방대한 이미지넷(ImageNet)[2] 데이터 셋을 가지고 

사전 학습된 합성 곱 신경망 네트워크인 EfficientNet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목조 문화제 데이터 셋의 모든 영상 이미지는 사전 학습된 

합성 곱 신경망인 EfficientNet의 입력 차원과 동일하게 224×224의 

크기로 변환하였다. 개발 환경으로는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

였고 GPU는 NVIDIA Geforce RTX 3090을 사용하였다.

3.3 Results

Table 1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객체 증강 기법을 사용한 

EfficientNet기반 모델의 두 가지 데이터 셋(크랙 감지, 배부름 감지)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보여준다. Table 1과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객체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이 객체 기반 

증강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

였다.

Model Augmentation Accuracy

EfficientNet-B1 X 0.941

EfficientNet-B1 O 0.949

EfficientNet-B4 X 0.952

EfficientNet-B4 O 0.958

Table 1. Performance comparision (crack detection)

Model Augmentation Accuracy

EfficientNet-B1 X 0.933

EfficientNet-B1 O 0.946

EfficientNet-B4 X 0.948

EfficientNet-B4 O 0.955

Table 2. Performance comparision (bulge detection)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목조 문화재 영상에서의 변위 현상 중 배부름과 

크랙을 감지하기 위한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을 제안하였

다. 실험 결과 우리가 제안한 객체 중심 증강 기법을 사용한 모델이 

객체 기반 증강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목조 문화재에서 

발생하는 변위를 더 잘 감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목재 문화재의 변위 감지에 있어서 매우 적합함

을 보여준다. 우리가 제안한 모델은 목조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석조 

문화재에서의 다양한 변위를 감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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