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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표면 미세 결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실시간 3차원 형상 추출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Reliable Real-time 3D Reconstruction System
for Tiny Defects on Steel Surfaces

장 유 진*, 이 주 섭
(Yu Jin Jang1,* and Joo Seob Lee2)

1Depart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2NEDTECH Co., Ltd.

Abstract: In the steel industry, the detection of tiny defects including its 3D characteristics on steel surfaces is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quality control. A multi-spectral photometric stereo method is an attractive scheme because the shape 
of the defect can be obtained based on the images which are acquired at the same time by using a multi-channel camera. 
Moreover, the calculation time required for this scheme can be greatly reduced for real-time application with the aid of a GPU 
(Graphic Processing Unit). Although a more reliable shape reconstruction of defects can be possible when the numbers of 
available images are increased, it is not an easy task to construct a camera system which has more than 3 channels in the 
visible light range. In this paper, a new 6-channel camera system, which can distinguish the vertical/horizontal linearly polarized 
lights of RGB light sources, was developed by adopting two 3-CCD cameras and two polarized lens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olarized light is preserved on the steel surface. The photometric stereo scheme with 6 images was accelerated by using a 
GPU, an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was validated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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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철강 산업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제품 표면의 

다양한 결함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함으로써 지속적인 결함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종 

출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현재 상용 금속 표면 결함 검출 장치들은 금속 표

면에 조명을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결함 부분에 대한 그림

자 또는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하고 있지만 결

함의 높낮이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검출된 결함의 심각도를 판별할 수 없다. 엄격

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표면 결함의 높낮이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얻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넓은 면적에 대하여 실

시간으로 표면 결함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

상의 높낮이를 갖는 표면 결함들의 상대적인 높낮이 정보

를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현재보다 매우 

향상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photometric stereo) 기법은 1980년 

* Corresponding Author
Manuscript received August 20, 2013 / revised September 15, 2013 / 
accepted October 4, 2013
장유진: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season@dongguk.ac.kr)
이주섭: (주) 네드텍(jslee@nedtech.co.kr)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2년 산연기술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Woodham에 의해 고안된 비접촉식으로 물체의 3차원 형상

을 추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1개의 카메라를 고

정시키고 대상 물체에 최소 3개 이상의 조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추

출하는 기법이다[1]. 기본적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은 

물체의 표면에서 완전 난반사가 일어나는 lambertian surface
를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물체 표면은 non-lambertian 
surface인 경우도 많이 존재하며 그림자 또는 특정 방향으

로 발생하는 반사광(specularity)은 복원 결과의 부정확성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반사모델

(reflectance model)을 사용하거나[2] non-lambertian surface인 

경우에도 직접적인 반사광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의 

lambertian surface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림자 또는 반사광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기본적

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3]. 후자

는 전자에 비해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3]에서는 6개의 

동일 파장 대역의 조명을 순차적으로 물체에 조사한 영상

을 얻었을 때 각 픽셀에서 반사광과 그림자에 해당하지 않

는 밝기 정보를 최소 3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용하여 신뢰성 있는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은 순차적인 

조명의 조사라는 제약으로 인해 대상 물체가 움직이는 동

적 환경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

적환경에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독립적인 조명들에 의한 최소 3장 이상의 동시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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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
Fig. 1. Brief description of photometric stereo method.

을 획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서로 다른 파장 영역대의 조명들을 동시에 물체에 조사

한 후 각각의 조명에 해당하는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4-6]. 
[4]에서는 이동 중인 lambertian surface의 3차원 형상 복

원을 위한 NIRPS (Narrow InfraRed Photometric Stereo) 기법

이 제안되었다. 라인스캔 카메라(line-scan camera)를 사용했

으며 적외선 영역을 좁게 20nm 단위로 나눈 서로 다른 파

장 영역대의 조명을 물체에 동시 조사하여 얻은 영상을 이

용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방법이었지만 카메

라 제작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획득 영상에서 2~3
픽셀의 오차를 가지는 hybrid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지만 진정한 동

시점의 영상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5]에서는 RGB 조명과 

bayer filter를 사용한 보통의 컬러 카메라를 이용한 포토메

트릭 스테레오 기법이 제안되었다.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RGB 조명을 물체에 동시에 조사하여 3장의 영상을 동시에 

획득한 후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4]에서 제안한 기법과는 달리 RGB 채널을 사용하

며 획득 영상들의 동시점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

접적인 반사광에 의해 카메라 센서가 하나라도 포화된다면 

복원된 3차원 형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

다. [6]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을 6개의 파장대역으로 나누고 

해당 영역에 따른 조명을 동시에 물체에 조사했을 때 6개
의 파장 대역에 대한 영상을 동시에 획득 할 수 있는 다파

장 카메라 시스템을 제작하여 표면 결함의 3차원 형상 복

원에 사용하였다. 6개의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3]에서와 같

이 신뢰성이 향상된 3차원 형상 복원이 가능하지만 카메라 

시스템 제작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가시광선 영역을 6개의 

파장 영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 카메라 센서에 도달하

는 광량이 줄어들어 어두운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매우 

밝아져야 하지만 각 파장 영역대의 밝은 조명을 제작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동시점 영상은 최소 개수인 3개를 넘어 많을수록 보다 

신뢰성 있게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 할 수 있다. 따라서 

3개를 넘어선 다수의 독립된 조명에 의한 동시점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어야 하며 [6]에서의 경우보다 밝은 영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카메라와 조명 시스템 제작이 용이

해야 한다.
금속 표면에 조사되는 조명이 편광(polarized light)이면 

반사되는 빛도 편광의 성질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음이 알

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RGB로 

구성된 3개의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조명을 각각 선편광

(linearly polarized light)시켜 만든 6개의 서로 간섭이 없는 

조명을 금속 물체에 동시에 조사하여 6개의 영상을 동시에 

획득 할 수 있는 다파장 카메라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RGB 
파장 대역을 사용하기에 손쉽게 LED를 이용한 편광 조명 

장치를 제작 할 수 있었고 카메라 시스템 또한 3-CCD 카
메라 2대를 이용하여 간단히 구성 할 수 있었다.

실제 철강 생산 라인에 제안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실시간 형상 복원이 가능해야만 하며 본 논문에서는 

[7,8]에서와 같이 고속 형상 복원을 위하여 GPU를 사용하

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포토메트릭 스테레

오 기법의 개요를 II 장에서 간략히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다파장 편광 조명을 이용한 표면결함 형상 추출 시스템을 

설명한다. IV 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성능 측정 결과를 설명

하고 V 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카메라

를 통해 얻은 최소 3장 이상의 영상들의 밝기(intensity) 정
보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그래디언트(gradient)를 구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물체의 3차원 형상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차원 공간에서 물체 표면을   를 만족하는 점

들로 정의했을 때 물체 표면에 수직인 벡터(outward normal 
vector)는   의 그래디언트로 표현된다.

∇   





  ≜     (1)

물체 표면을 작은 평면(facet)들로 나누면 해당 평면은 

법선벡터(unit outward normal vector)     을 이

용하여    는상수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식 (1)과 비교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2)

번째 조명을 물체에 조사했을 때 측정된 영상의 밝기

를 라 하고 표면의 반사도(albedo)를 라 하면 lambertian 

surface에서 는 법선 벡터 과 번째 조명을 나타내는 

벡터 의 내적을 이용하여  ⋅ 로 표현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개의 조명에 대해 측정된 밝기를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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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은 최소 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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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posed scheme.

(b) Structure of multi-spectral camera.

그림 2. 제안된 기법과 다파장 편광 구분 카메라 시스템.
Fig. 2. Proposed scheme and multi-spectral camera.

하여    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은 

에서 바로 구할 수 있으며 식 (2)에 의해 그래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다. 다파장 조명을 이용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에서는 파장대역에 따른 반사도 및 센서의 민감도 등

을 반영하여 그래디언트 계산식이 조금 변형되지만 전술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5,6].
그래디언트 필드에 대한 컬(curl)은 0이어야 하므로 다음

이 성립한다.

∇×∇       





       (4)

식 (4)에서  는  만의 함수이므로 

는 0이 되어야만 하며 이것을 적분가능 조건(integrability 
condition)이라고 한다. 수학적으로는 식 (4)가 성립해야 하

지만 일반적으로 측정 영상의 밝기 정보를 이용해서 구성

한 물체 표면의 그래디언트는 노이즈 등의 영향으로 이러

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3차원 형상 복원이 곤란해

진다. 
적분가능 조건을 강제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 

중 Frankot와 Chellappa가 고안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9]. 이 방법은 측정 영상을 기반으로 추출된 그래디언트 

필드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다음의 식 (5)와 같이 정의

된 비용 함수(cost function) 를 최소화 시키면서 적분가능 

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며 [10]에서는 부가적으

로 표면 곡률(surface curvature)과 면적 조건(area constraint)
을 추가로 고려하여 이 알고리즘을 확장하였다. 

 





 





 (5)

또 다른 방법으로서 식 (5)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분법

(calculus of variation)을 적용하면 영상의 각 위치에서 만족

되어야 하는 Euler-Lagrange equation이 다음과 같이 Poisson 
equation 형태로 표현된다[11].

∇  




 (6)

영상에서 픽셀 를 로 표시하고 각 픽셀간의 거

리를 로 정의한 후 중심 차분법(central difference)을 사용

하면 식 (6)은 수렴성이 잘 알려진 다음의 식 (7)의 형태로 

근사되며 반복적인 계산(iteration)을 통해 물체의 3차원 형

상을 복원 할 수 있다[12]. 

  


   



 

     
(7)

전술한 두 가지 방법 외에도 그래디언트 정보를 이용하

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추출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

지만 표면 미세 결함의 3차원 형상 추출에 모두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강판 표면에 서로 다른 깊이를 가지는 미세 

인공 결함들을 생성한 후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실제 결함 

깊이 측정값과 다양한 3차원 형상 복원 기법에 의해 추출

된 결함 깊이를 비교했을 때 식 (7)을 이용한 반복적인 방

식에서만 실제 결함 깊이와 영상처리에 의해 복원된 결함

의 깊이가 비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7)을 이용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반복적인 방식의 특성상 3차원 형상 복원 속도는 매우 

느리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GPU 속도가 계속 향상되

고 있으므로 [13]에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고해상도 영

상에 대해서도 실시간 적용을 위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

능을 얻을 수 있다.

III. 다파장 편광 조명을 이용한 표면 결함 형상추출 시스템

1. 다파장 편광 구분 카메라 시스템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 표면에서는 입사되는 빛의 편광

이 반사되는 빛에도 유지되는 성질이 있다. 그림 2(a)에 나

타낸 바와 같이 RGB 조명을 각각 수직/수평으로 선편광 

시키면 서로 간섭이 없는 6개의 조명을 구성 할 수 있다. 
이때 각 조명은 LED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6개의 조명에 대한 영상을 구분하여 동시에 획득 

할 수 있는 카메라 구조를 그림 2(b)에 나타내었다. 한쪽의 

3-CCD 카메라에서는 수직으로 편광된 RBG 조명에 대한 

영상만을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3-CCD 카메라에서는 수

평으로 편광된 RGB 조명에 대한 영상만을 획득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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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시스템 프로토타입.
Fig. 3. Prototype of the proposed system.

다. 실험을 통해 카메라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했

으며 현재 이러한 구조보다 더 밝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

는 구조의 카메라 시스템을 제작 중이다. 전체 시스템의 프

로토타입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2. GPU를 이용한 알고리즘 고속화

6개의 RGB 편광 조명을 이용한 영상에서 금속 표면 결

함의 3차원 형상 추출을 위한 과정 중 그래디언트 정보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높낮이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식 (7)에 기반

하여 [13]에서와 같이 피라미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어
느 정도까지 축소한 영상에서부터 복원 과정을 시작할 것

인지와 각 스텝에서의 반복 회수는 디자인 변수이며 반복 

실험을 통해서 미세 결함 추출에 적절한 값을 선택하였다. 
미세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금속 표면은 전체적으로 또

는 몇몇 부분이 미세 결함의 상대적인 높낮이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이며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금속 표면의 전체적인 형상이 복원된다면 미

세 결함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 결함의 위치와 모양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는 부분이 주변의 적절히 작은 영역보다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비교해야 한다. 
GPU는 그래픽카드에 장착된 그래픽 연산장치이며 3D 

그래픽 등 복잡한 연산 수행시 CPU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

할을 한다. 내장된 수백개의 코어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수

행함으로써 고속 연산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Nvidia사
의 GPU인 GTX 580을 사용했으며 OpenCV [14]와 CUDA 
[15-17]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대한 그래디언트 추출, 그
래디언트 정보에 기반한 3차원 형상 복원 및 후처리로 이

루어진 알고리즘 전 과정을 구현했다. 
 

IV. 실험 결과

금속 표면결함에 대한 3차원 형상 추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인공 결함 샘플을 제작하였다. 깊이가 

0.1mm (100um)부터 0.5mm (500um)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직선형 인공 결함들의 가로/세로의 길이는 각각 

1~7mm와 1~3mm이며 원형 결함의 지름은 1~2mm이다.

그림 4. 인공 결함 샘플.
Fig. 4. Artificial defects.

(a) Red (vertical). (b) Red (horizontal).

(c) Green (vertical). (d) Green (horizontal).

(e) Blue (vertical). (b) Blue (horizontal).

그림 5. 획득 영상.
Fig. 5. Images obtained by multi-spectra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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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shape reconstruction result.

(b) Relative depth profile. 

그림 6. 표면 미세 결함 3차원 형상 정보 추출 결과.
Fig. 6. Detection of tiny defects with 3D characteristics.

그림 7. 형상 추출 알고리즘 실행 소요 시간.
Fig. 7. Time required for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5에는 편광 RGB로 구성된 조명들을 동시에 인공 

결함 샘플에 조사했을 때 획득한 영상들을 나타내었다. 획
득 영상의 해상도는 960x960으로 설정했으며 그림 4에 나

타낸 전체 결함 샘플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금속 

표면의 3차원 형상 복원 및 후처리를 통한 결과를 그림 

6(a)에 나타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은 흰색으로 표시했

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금속 표면의 요

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깊이가 0.1mm
인 인공 결함도 잘 찾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취급 중 생긴 금속 표면의 흠집에 대한 정보도 잘 찾

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원된 미세 결함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5개의 인공 결함을 모두 지

나는 직선 경로를 선택하였다. 그림 4에 의하면 경로상의 1
번과 2번 인공결함은 깊이가 0.2mm이고 3번, 4번, 5번의 

인공결함은 깊이가 0.3mm이다. 설정된 경로를 따라 3차원

으로 복원된 금속 표면의 높낮이를 그림 6(b)에 나타냈다. 
예상한 바와 같이 1번과 2번 결함이 비슷한 깊이를 보였으

며 3번, 4번, 5번 결함이 비슷한 깊이를 보였다. 두 그룹(1
번, 2번 / 3번, 4번, 5번)간의 깊이 차이도 명확히 구분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형상 추출 알고리즘의 실행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카메

라 시스템에서 획득된 6장의 영상을 GPU로 전송하고 GPU
에서 금속 표면 3차원 형상 정보를 추출한 후 PC로 추출된 

정보를 전송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알고리즘

을 250회 연속 수행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테스트 

결과 알고리즘 수행에 평균 32.3ms가 소요되었으며 최악의 

경우에 34.8ms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평균 복원 속도는 초

당 30.9 프레임이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초당 28.7 프
레임이다.

V. 결론

이동 중인 금속 표면에 위치한 미세 결함의 상대적인 요

철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뢰성 있게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은 철강제품 생산 라인에서 향상된 품질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GB 편광 조명과 다파장 편광 구

분 카메라를 이용한 미세 결함 추출 방법을 제안했으며 검

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GPU를 이

용하여 알고리즘 실행 속도를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속화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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