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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금속 표면 결함에 대한 3차원 형상 추출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3D Shape Reconstruction System for
Defects on a Hot Stee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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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Jin Jang1,* and Joo Seob L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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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n-line quality control of hot steel product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steel industry because of cost 
minimization. In recent years, relative depth information of surface defects is increasingly required for strict quality control. In 
this paper, a 3D shape reconstruction scheme for defects on a hot steel surface based on a multi-spectral photometric stereo 
method is proposed. After simultaneously illuminating a hot steel surface by using vertical/horizontal linearly polarized lights of 
green and blue light sources, the corresponding 4 images are obtained. The photometric stereo method is then applied with the 
aid of a GPU (Graphic Processing Unit) to reconstruct the shape of the target surface based on these images. The proposed 
scheme was validated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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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철강 산업에서 실시간 제품 품질 관리는 고부가가치 제

품 생산 및 원가 절감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생산라인에서 

실시간 표면 결함 검출을 통한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

분 중 하나이다. 특히 고온의 철강재는 여러 가지 제품 생

산을 위한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이동 중인 고온 철강재 

표면 결함에 대한 정보를 조업 중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품질관리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품질관리 수준을 고도화하

기 위해 표면 결함 심각도 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면 결함의 심각도는 결함의 정확한 높낮이 정보를 이용

하여 판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표면 결함들의 상대적인 

높낮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현

재보다 향상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품 생산 단

계에서의 철강재는 고온의 열을 발산하므로 접근이 제한적

이며, 또한 스스로 밝은 빛을 발산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영상을 획득했을 때 표면 결함의 존재 여부도 판단하

기 쉽지 않다.
최근에는 두 개의 파란색 LED 조명을 마주보게 배치하

여 열간 슬라브 (hot slab) 표면에 서로 번갈아 가며 조사한 

후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표면의 요철성 결함에 대해서

만 줄무늬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1]. 그러

나 이 방법으로는 요철성 표면 결함의 존재 유무만을 알 

수 있으며 검출된 결함의 높낮이 정보는 알 수 없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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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또한 서로 번갈아 가며 조사한 조명을 이용하

여 획득한 영상은 동시점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의 이

동 속도가 빠를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개의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대상 물체에 최소 3개 이상

의 조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후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 물체의 3차원 형상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초

기의 포토메트릭 스테레오(photometric stereo) 기법은[2] 최
근 다파장 조명을 동시에 대상 물체에 조사한 후 획득한 

동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다

파장 포토메트릭 스테레오(multi-spectral photometric stereo) 
기법으로 발전하였다[3-8]. 이러한 기법은 대상 물체가 이동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상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산 라인에서 필요에 따라 응용이 

가능하며 특히 이동 중인 금속 표면 결함 검출에 응용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에서는 이동 중인 물체의 3차원 형상 복원을 위해 적

외선 영역을 좁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눈 서로 다른 파장 영

역대를 구분할 수 있는 다파장 구분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4,5]에서는 RGB 조명과 보통의 3채널 

(RGB) 구분 컬러 카메라를 이용한 형상복원 방법을 제안하

였다. [6]에서는 Dolby left/right eye 필터와 2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6개의 서로 다른 파장 영역대의 영상을 얻은 후 

대상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였으며 [7]에서는 [6]과 

다른 구조의 6개의 서로 다른 파장 영역대를 구분할 수 있

는 카메라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 

인공 결함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였다. 
그러나 고온의 금속은 표면에서 노란색부터 붉은색 및 

적외선 영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의 파장 대역을 갖는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노란색/붉은색 조명 또는 적외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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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파장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
Fig. 1. Description of multi-spectral photometric stereo method.

명에 의한 물체 표면의 반사광과 물체 표면에서 발산되는 

복사광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카메라 센서의 포화

가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고온 금속이 발산하는 파장 영역

대를 제외하면 [3-5]의 방법으로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

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 3장의 영상을 얻을 수 없어 고온 

금속 표면 결함의 3차원 형상 추출이 불가능 하다. [6,7]에
서의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온 금속이 발산하는 파

장 영역대를 제외하고 최대 3장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으며 각 파장 영역대의 조명에 의한 물체 표면의 

반사도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단순히 상수로 가정하는 

것보다 형상 복원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생산 

라인에서의 고온 철강재 표면은 색상이 균일하지 않기 때

문에 표면 반사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복원 방법이 필요

하다.
금속은 표면에 조사되는 조명이 편광(polarized light)이면 

반사되는 빛도 편광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음이 알려져 있

다. [8]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3차원 

형상 복원을 위해 RGB 조명을 각각 수직/수평으로 선편광

(linearly polarized light)시켜 만든 6개의 조명과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8]에서 제작했던 카메라 하드웨어와 고

온 금속에서 발산되는 빛의 파장 영역대를 피해서 제작된 

GB(초록색/파란색) 조명을 각각 선편광 시켜 만든 4개의 

조명을 이용하여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 적용을 가능하

게 하는 4장의 영상을 획득했다. 또한 획득 영상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체 표면의 반사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금속 표면 결함의 3차원 형상 복원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파장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의 개요를 II 장에서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고온 금속 표면 결함에 대한 3차원 형상 복원 기법을 설명

한다. IV 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검증 및 실시간 적용을 위

한 성능 측정 결과를 설명하고 V 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다파장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

다파장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의 개요를 그림 1에 나

타냈으며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중심파장 (⋯ ) 

대역을 갖는 조명을 대상 물체에 동시에 조사한 후 다파장 

구분 카메라를 통해 동시점 영상을 획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획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법선 벡터 (unit 
outward normal vector)와 그래디언트 (gradient)를 구하고 이

를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체 표면은 직접적인 반사광이 (specularity) 존재하는 

non-lambertian surface일 수 도 있지만 반사광에 의해 카메

라 센서가 포화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물체 표면에서 완전 

난반사가 일어나는 lambertian surface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므로 간단히 lambertian surface로 가정할 수 있다[3,8].
   ⋯ ,    ,  ,  , 

를 각각 번째 조명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물체 

표면의 법선벡터, 파장 에 따른 조명의 분광분포(spectal 
distribution), 반사율 함수(reflectance function), 파장에 따른 

카메라 센서의 민감도라 했을 때 lambertian surface의 픽셀 

에서 측정되는 번째 채널 (영상)의 밝기(intensity)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5-7]. 

 









 (1)

식 (1)에서 적분 기호는 중심파장이 인 조명의 파장 

범위에 대한 적분을 나타내며 번째 조명이 번째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단색성 표면을 가정하면 monochromatic albedo 와 

대상 물체의 characteristic chromaticity 의 곱으로 반사

율 함수를   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를 (1)에 대입하고  


라 두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5-7].

 





 (2)

를 의 행 열의 요소라 했을 때 식 (2)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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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은 최소 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

하여  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법선벡터 은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한편 3차원 공간에서 물체 표면을   로 표현했

을 때 그래디언트 와 는    을 이용하여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4)의 비용함수(cost function) 를 최소화하는 물

체 표면 를 구함으로써 대상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할 

수 있다[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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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 기법의 개요.
Fig. 2. Brief description for proposed scheme.

III. 고온 금속 표면 결함의 3차원 형상 복원

전술한 바와 같이 고온 금속 표면에서는 노란색부터 붉

은색 및 적외선 영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의 파장 대역

을 갖는 빛이 발산된다. 따라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

을 사용하여 고온 금속 표면의 3차원 형상 복원을 위해서

는 발산되는 빛의 파장 대역이 아닌 조명에 의한 영상을 

최소 3개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에 제안 기법의 개요를 나타냈다. 고온 금속 표면

에서 발산되는 빛의 파장 영역대를 피해서 제작된 GB (초
록색/파란색) 조명을 각각 선편광 시켜 서로 간섭이 없는 4
개의 LED 조명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4개의 조명을 동시에 

고온 금속 표면에 조사한 후 [8]에서 제작했던 다파장 편광 

구분 카메라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4장의 동시점 영상을 획

득하였다. 
이러한 동시점 영상은 G(초록색) 조명과 B(파란색) 조명

에 대해 각각 2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특성을 이용하면 대상 물체 표면의 반사도 정보를 이용

하지 않고 금속 표면 결함의 3차원 형상 복원이 가능하다. 
GB 조명에 대해 각각 첨자 를 사용하고 수직/수평 

편광에 대해 각각 첨자 를 사용하자. 또한 식 (1)의 적

분항을 로 정의하자. 수직/수평으로 선편광된 서로 간섭

이 없는 GB 조명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식 (1)은 좌표 정보

를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

  
    

 

  
    

 
(5)

동일 파장 영역대의 조명에 대한 물체 표면의 반사율 함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식 (5)에서   ,  인 

관계가 성립한다. 파장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의 필요성

을 없애기 위해 동일 파장 영역대의 조명들에 대해   

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정의하자.

 


  

 (6)

식 (5)에서 수직/수평으로 선편광된 초록색 조명들의 방

향을 나타내는 벡터 
 와 

 를 각각   와 

   라 하면 식 (6)의 에 대해   , 

   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7)

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식 (7)과 같이  를 이용

한 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

태의 행렬식을 구성할 수 있다. 




 



 ∈ ×  ∈ ×  (8)

식 (8)에서  를 간단히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식 (4)에 

적용하여 비용 함수를 최소화 시키는 물체 표면 를 구해

야 한다. 변분법(calculus of variation)을 적용하면 식 (4)를 

최소화 하는 조건은 ∇   라는 Euler- 
Lagrange equation으로 표현되며 영상의 각 위치에서 만족되

어야 한다[9]. 
영상에서 픽셀 를 로 표시하고 각 픽셀간의 거

리를 로 정의했을 때 이러한 Euler-Lagrange equation은 다

음과 같이 근사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GPU를 이용한 반복

적 계산(iteration)을 통해 금속 표면의 3차원 형상을 실시간

으로 복원 할 수 있다[8].

  





 

  
(9)

금속 표면 결함의 높낮이 보다 매우 크게 전체 금속 표

면이 기울어져 있거나 굴곡이 크면 3차원으로 복원된 금속 

표면 형상에서 결함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원된 형상의 높낮이를 함수로 

보고 적절히 낮은 주파수 영역을 제거하면 쉽게 표면 결함

을 구별해 낼 수 있다.

IV. 실험 결과

고온으로 가열할 시편은 실제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소재

의 일부를 절단하여 준비하였으며 그림 3에 시편을 가열 

할 수 있는 가열장치의 모습과 시편을 가열 장치에 삽입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시편을 가열 장치에 삽입 후 가열 장치 

내부 분위기 온도를 870 ℃에 도달하게 하였다. 시편 전체

의 온도가 분위기 온도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기다

린 후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시편을 추출하여 제안된 방

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측정하였다. 이때 고온 금속 시편 양

쪽에 상온의 금속소재를 위치시켜 영상을 측정하였다. 실험 

당시 카메라 시스템은 가열장치로부터 추출된 시편을 즉시 

촬영 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옆에 위치 시켰으며 시편을 

카메라 시스템으로 이동시킬 때까지의 짧은 시간을 고려하

면 시편의 온도는 대략 800 ℃ 정도였다고 예측해도 큰 무

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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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편 가열 장치.
Fig. 3. Reheating furnace for specimen.

그림 4. 영상 측정을 위한 고온 시편 준비.
Fig. 4. Preparation for image acquisition.

(a) Green (vertical light). (b) Green (horizontal light).

(c) Blue (vertical light). (d) Blue (horizontal light).

그림 5. 획득 영상.
Fig. 5. Images obtained by multi-spectral camera.

그림 6. 관찰 편의를 위한 밝기 및 대비도 조절 영상.
Fig. 6.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ment for observation 

convenience.

그림 7. 자연 냉각 후의 시편.
Fig. 7. Specimen after natural cooling.

그림 5에 편광 GB(초록색/파란색) 조명들을 동시에 고온 

금속 표면에 조사했을 때 획득한 4개의 영상들을 나타내었

다. 이때 획득 영상의 해상도는 960x960으로 설정했다. 그
림 6에 관찰의 편의를 위해 그림 5에 나타낸 영상중 하나

를 선택해서 밝기 및 대비도를 조절한 영상을 나타내었다. 
이 영상에서 고온 금속 시편과 양쪽에 위치한 상온의 금속 

소재는 틈새를 경계로 명확히 구별된다. 이 한 장의 영상을 

통하여 고온 금속 시편 표면에 색상이 다른 곳들을 관찰 

할 수 있지만 요철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우측 상단

의 상온 금속 소재에 위치한 인공결함도 관찰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요철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림 7에는 고온

의 시편이 자연 냉각된 후 상온 상태가 되었을 때 보통의 

컬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냉각된 

시편을 육안 관찰하면 하부에 꽃처럼 생긴 부분의 높낮이 

자체는 극히 작지만 주변에 비해 높낮이가 두드러지는 부

분이며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부분들 중 주변

에 비해 높낮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3차원으로 복원된 금속 표면 형상에서 

결함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복원된 형상의 높낮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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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t-off frequency: 0.1.

(b) Cut-off frequency: 10.

(c) Cut-off frequency: 50.

그림 8. 고온 금속 표면 3차원 형상 복원 결과.
Fig. 8. Reconstructing a 3D shape of a hot steel surface.

 

그림 9. 특정 부분에 대한 3차원 형상 복원 결과 비교.
Fig. 9. Comparison of 3D shape reconstruction results.

함수로 보고 적절히 낮은 주파수 영역을 제거할 필요가 있

다. 그림 5의 4개의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된 기법에 의해 

금속 표면의 3차원 형상 복원을 수행했다. 이 결과에 가우

시안 고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흰색

으로 표시하고 가장 낮은 곳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금속 

표면의 요철 정보를 간단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에 다양한 차단 주파수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냈으

며 차단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저주파 성분이 제거되어 금

속 표면 결함의 높낮이 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울어짐이나 

굴곡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차단 주파수는 검출하려는 결함의 크기에 따라 적절

히 설정되어야 한다. 한 예로서 고온 금속 시편과 좌우의 

상온 금속 시편 사이의 큰 틈새를 살펴보면 틈새 양 끝은 

급격하게 높낮이가 변하는 부분이며 틈새 사이는 상대적으

로 높낮이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차단 

주파수가 높아지면 틈새 양 끝 부분만 검출되게 될 것이며 

그림 8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검출하려는 결함의 

넓이가 클 때 높은 차단 주파수를 설정하면 결함의 경계 

부분만 검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의 크기에 따라 적절

한 차단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그림 8의 우측 상단 

부분의 상온 금속 소재에 대한 인공 결함들도 잘 검출되고 

있으며 타원 형태로 파인 얇은 선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는 고온 금속 시편 하부의 꽃처럼 생긴 부분에 

대한 3차원 형상 복원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전술

한 내용뿐만 아니라 고온 금속 시편 표면에서 단순히 색상 

차이만 있는 부분과 높낮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

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고속 

실행이 요구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GPU는 Nvidia사의 

GTX 690이며 한 개의 그래픽 카드에 2개의 GPU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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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표면 3D 형상 추출 알고리즘 실행 소요 시간.
Fig. 10. Time required for the proposed algorithm.

다. 그중 1개만을 사용하였으며 openCV [10]와 CUDA [11]
를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카메라 시스템

에서 획득된 고온 금속 표면에 대한 4장의 영상을 GPU로 

전송하고 GPU에서 제안된 금속 표면 3차원 형상 추출 알

고리즘을 수행한 후 PC로 결과를 전송 완료하기까지의 시

간을 측정하였다. 알고리즘을 250회 연속 수행한 결과를 그

림 10에 나타내었으며 알고리즘 수행에 평균 25.5ms가 소

요되었고 최악의 경우에 28.1ms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평균 

복원 속도는 초당 39.2 프레임이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초당 35.6 프레임으로 현장 적용에 적절한 수준이다.

V. 결론

철강 생산라인에서 고온 철강재 표면 결함의 3차원 형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장비는 품질관리 수준의 고도

화를 위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온 철

강재가 발산하는 빛의 파장 영역대를 피해 제작된 조명들

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의 반사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고

온 금속 표면 3차원 형상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온 실

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유효성과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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