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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 블레이드, 회전익 항공기의 블레이드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하는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국소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구조물로 전파된다
[1]. 이렇게 발생한 구조물 손상은 그 발생 위치를 예

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소 영역에서 나타나 전파

되기에 전체 구조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초기 탐지 및 조치가 필수적이다 [2]. 구조물의 손상을

검출하는 기법에는 모드 형상 기반 검출 기법 [3]과

변형률 기반 검출 기법 [4]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구조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검출하며, 국소

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정확히 검출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센서가 사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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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itial structural damage to a structure propagates and leads to failure. Detecting damage at an early stage is 
important to prevent failure. Recently, studies on measuring the displacement of a structure and predicting the 
strain field using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when the degree of 
damage is small or occurs in an area where stress is concentrated,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t by visual 
inspection. Yet, it is impossible to process the real-time strain field data of large structures such as wind turbine 
blades, bridges, etc. In this paper, a novel real-time damage detection method using a class activation map 
(CAM) is developed. The CAM learn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in field and structural damage location. After 
training is finished, the CAM is not only able to detect damage location from an untrained structural strain field, 
but also to print images of damage locations. The developed model predicts damage with 99.2 % accuracy.

기호설명  :  주변형률

 :  변형률
T    :  두께 [m]

E :  탄성 계수
 :  푸아송비



정인호․김태성․조해성

46 풍력에너지저널 : 제12권, 제3호, 2021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연산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은 규모가 큰 구조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용되기 힘들다 [5].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

근에는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을 이용한 손
상탐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는 구조물의 변형 전∙후 이미지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변형률
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6]. 이는 기존의 검출 기법들

과 달리 구조물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변위를 측정

할 수 있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 등 동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넓은 범위의 변형률 장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대형 구조물의 실시간 모니터링

을 위한 데이터 획득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적
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대형 구

조물의 구조 건전성을 진단한 사례 [7]가 있으나 광범

위한 영역에 대해 얻어진 변형률 장을 실시간으로 분
석해야 하는 경우 해석 데이터가 방대해져 육안으로

구조물의 손상 위치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8-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적용하
여 구조물의 손상위치를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11]의 연구진들은 CNN을 이용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위치 및 크기를 예측하였
지만, 이는 콘크리트의 손상에 의한 시각적인 명암을

이용하여 손상을 예측한 연구로 변위 및 변형률 등 직

접 손상에 의하여 변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검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Class Activation

Map (CAM)을 이용한 실시간 구조물의 손상 위치 예
측 기법을 개발하였다. CAM은 DIC를 통해 얻은 변형

률 장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손상의 여부를 분류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 CAM 이미지의 형태로 구조물의 손
상 위치를 출력한다. 원활한 훈련데이터 생성을 위해

DIC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선형 4절점

평면 응력 요소를 이용하여 변형률 장을 생성하여
CAM 인공신경망을 훈련하였다.

2. 본 론

2.1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훈련데이터 생성

DIC는 대상 구조물의 변형 전과 후의 이미지를 이
용하여 변형을 측정하며 측정된 변형을 이용하여 각

픽셀에서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로부터 변형률을 도

출한다. DIC를 이용해 얻어진 데이터의 최종 형태는
각 픽셀 단위에서의 변형률장이다.

CAM의 훈련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생성을 위하여

Fig.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20×20의 크기를 갖는
가로세로비 1의 평판을 고려하였으며, 인장, 압축, 그리

고 굽힘에 대해서 1 MPa의 압력을 평판 끝단의 노드

에 부여하였다. 데이터 생성은 MATLAB을 이용하여
자체 계산을 수행하였고, 4절점 평면 응력 요소를 사

용하였다. 인장, 압축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xy방향 변

형률은 x와 y방향 변형률에 비해 값이 매우 작기에 훈
련 과정에서 평면응력 요소의 3방향 하중을 균일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주변형률 (식 1)을 사용하여 변형률

을 표현하였다. Fig. 2는 평면 응력 요소의 주 변형률
을 이용하여 나타낸 손상이 없고 압축 하중을 받는 모

델의 주변형률장 예시이다.

 

  
±



  



 (1)

CAM 인공신경망 손상 탐지 모델의 최소 학습 영역

을 전체 모델로 선정할 경우 모델의 형상 및 하중 조

건이 달라져 CAM 인공신경망 손상 탐지 모델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6×6 격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을 최소
학습 영역인 부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적은 수의 요
소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향상된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는 데이터 증가가 필수적이다.

Fig. 1 Cantilever plate subjected to load at the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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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간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증가시킬 경
우, smoothing 현상과 같은 수치적 원인에 의하여 요

소 단위에서 주변형률 변화에 대한 데이터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손실을 줄이며 향상된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4 가우스
적분을 이용해 주변형률을 도출하였다. 사전 연구에서

4×4 가우스 적분을 사용할 때부터 본 연구에서 고려
한 손상의 크기인 요소 하나 단위의 손상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요소 하나 단위의 검출 해상도가 확

보되었기에 4×4 이상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모델인 20×20 격자에 대해 해석을 진

행할 경우 4×4 가우스 적분점에서의 데이터인 80×80
의 주변형률장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주변형률에 대한

각각의 x와 y의 주변형률값을 고려하여 데이터는 80×

80×2로 정의할 수 있다. 부영역의 크기를 6×6 격자
로 정의하면, 이는 4×4 가우스 적분점에서의 주변형

률 장을 고려하여 24×24×2로 확장할 수 있다. 이때,
부영역의 주변형률 분포를 얻기 위하여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한 개 요소씩 이동하면서 전체 영역에
대한 주변형률 분포를 부영역에서 획득하였다.

Fig. 3은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모델에서 주 변형률

의 분포와 그로부터 생성된 부영역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4×4 가우스 적분점을 고려한 전체 80×80×2

주변형률 분포에 관한 데이터로부터 24×24×2의 크기
를 가지는 225개의 부영역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상이 있는 데이터를 모사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탄성계수 값 E의 5 % 저하를 고려하

였으며, 손상된 요소가 부영역에 포함되는 경우만 손
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다.

2.2 CAM 인공신경망의 구성 및 학습

CAM은 convolution 계층으로 구성된 분류 네트워

크로, 계층에 대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가중치가 큰 영

역을 표시하는 네트워크이다. CAM 인공신경망은 부영
역의 주변형률 데이터와 손상 유무의 관계를 학습한다.

이때 손상된 데이터는 [0,1], 손상되지 않는 데이터는

[1,0]을 출력하도록 학습된다. 학습된 CAM 인공신경망
은 부영역의 주변형률 데이터를 입력하면 손상 유무를

출력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CAM을 출력한다. 네트워크의 수렴 속도를 증가
시키고 데이터의 균일한 분포를 만들기 위해 식 (2)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정규화를 진행하였다.

 


    (2)

여기서 는 데이터의 평균이고 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CAM 인공신경망의 구
조는 Fig. 4와 같다. 4개의 convolution 계층 사용하였

고 각각 64개의 필터를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필터

의 크기는 2×2이다. elu 함수를 activation 함수로 사
용하였으며, 각각의 계층에는 2×2의 max pooling을
사용하여 해당 필터를 거친 후 값이 큰 영역을 주요하

게 학습되도록 하였다. 이때 stride는 (1, 1)로 사용하
였고 최종 계층에서 Global average pooling을 진행하

였다. 손실함수는 인공신경망에서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로 인공신경망은 정의된 손실함수를 최소화 하는

Fig. 3 Principal strain field of compression load and
subdomain made from full field data.

Fig. 2 Principal strain field of compressio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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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한다. 이때 본 논문에서 개발
된 CAM 인공신경망의 출력은 합쳐서 1이 되며 손상

또는 손상 없음 중 하나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기에

분류 네트워크에 널리 사용되는 softmax cross
entropy를 사용하였고 Ada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손

실함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총

90,000개의 데이터 중 32,400개는 손상된 모델로부터
얻어낸 데이터이다. 전체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20%의 데이터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고 시험데이터로

사용되었다. 훈련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조기 종료된
시점의 epoch은 762,000이다. 시험데이터로 사용된 데

이터는 훈련 중 발생하는 과적합 확인 및 훈련된 CAM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최종
적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는 손상 유무 분류 결과와 크

기 18×18×1의 CAM 이미지이다. CAM 인공신경망의
손상 분류 정확도는 손상 유무 분류 결과와 실제 손상
유무간의 상대오차를 이용하였으며 식 (3)을 이용해 계

산하였다. 손상된 데이터는 [0,1]이고 손상되지 않는 데

이터는 [1,0]을 출력해야 하며 그 중간 값이 출력되는
경우 값이 큰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3)

따라서, 80×80×2의 전체 모델은 24×24×2 부영
역에서의 데이터 225개로 변환되고 이 데이터들이

CAM 인공신경망의 convolution 계층과 max pooling
계층을 거쳐 크기와 차원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18

×18×1의 크기를 갖는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부영역에서의 CAM 이미지이다. 따라서 225개의 24×

24×2 데이터에 상응하는 225개의 18×18×1 CAM 이
미지가 출력된다. 부영역에 대해서 생성된 각각의 18

×18×1 CAM 이미지는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 모두 출력되며, 24×24×2의 부영역에 해당되는 영

역에 최종 생성된 18×18×1의 CAM이미지를 배치하
면 60×60×1 크기를 갖는 전체 모델에서의 상도
CAM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손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영역 CAM 이미지는 전체 영역에서의

CAM 이미지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손상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하는 부영역에서의 CAM 이미지는

전체 모델의 CAM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사용하지 않

았다. 이렇게 얻어진 전체 영역의 CAM 이미지를 분석

하면 손상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소 영역

에서 발생한 손다양한 부영역에서 예측이 되기에 보다
높은 손상 검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3. 손상 검출 CAM 인공신경망 예측 결과

CAM 인공신경망의 훈련이 종료된 이후 훈련에 따
른 손실함수 및 시험데이터의 손상 분류 정확도를 확

인하였다. Fig. 5는 훈련 과정에서 epoch 증가에 대한

훈련데이터 및 시험데이터의 손실함수 값을 나타낸 그
림이다.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20 %의 시험데이터가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훈련데이터와 같이 손실함수 값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시험데이터의 손실함수 값

의 상승이 없다는 것을 통해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았
음을 판단할 수 있다.

Fig. 6은 훈련 진행에 따른 시험데이터의 손상 유무

분류 정확도이다. 약 100,000번의 epoch 동안 정확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400,000번의 epoch 이후 안정적인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이 종료된
762,000번의 epoch에서의 CAM 인공신경망은 99.2 %

의 정확도로 손상 유무를 예측하였다.

개발된 CAM 인공신경망이 최종적인 CAM 이미지
를 출력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0.12초이며 이는 부

영역에 따라 병렬화가 가능하다. 또한 개발된 CAM 인

Fig. 4 CAM network architecture predicting damage location
from principal strain field of sub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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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경망에 손상이 없는 압축, 인장, 양방향 굽힘 하중
에 대한 총 900개의 데이터를 적용하였고 900개의 데

이터 모두 손상이 없다고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손상이 있는 모델에 각각의 하중이 작용
하고 있을 때의 CAM 이미지를 출력하여 손상의 위치

를 확인하였다. 이때 압축과 인장 하중의 경우 중립면

을 기준으로 대칭이기에 중립면 아래에 손상이 있는
경우만 고려하였다. 굽힘 하중의 경우 역시 중립면 아

래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만 고려하였으며 하중의 방향

은 위와 아래 모두 고려하였다.
이후 3.1절부터 3.3절에서는 개발된 CAM 인공신경

망이 예측한 CAM 이미지 결과가 제시되며, CAM 이

미지 결과는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포함한다. 이때 CAM 이미지에서의 가

중치는 손상이 발생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였고 그 이상의 수학적 또는 확률론적 의미는
본 논문에서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CAM 이미지상에

서 연두색 사각 상자 표식은 유한요소해석 과정에서

탄성계수의 저하로 손상이 모사된 요소의 위치(Ground
truth)를 나타내며, CAM 이미지의 가중치 분포와의

예측 타당성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3.1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손상 검출 결과

Fig. 7은 고정단 부근에 손상이 모사된 압축하중을

받는 모델의 주변형률장을 보여주는 예시로, 육안으로
는 손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Fig. 8은 Fig. 7의 이미지를 CAM 인공신경망을 이

용하여 처리한 후 CAM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
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CAM 인공신경

망이 예측한 손상 영역이며 (손상으로 분류되는데 기

Fig. 5 Loss of training data and test data

Fig. 6 Relative error of test data damage classification result

Fig. 7 Principal strain field on compression load with damage
in root region

Fig. 8 CAM image of compression load with
damage on the root region, green box
indicates the location of damaged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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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가중치가 높은 영역이 어두운 색으로 나타남) 연
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손상 위치(Ground

truth)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학습된 CAM 인공신경

망이 생성한 CAM 이미지에서 손상으로 예측되는 영
역 내에 실제 손상 위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손상의 위치

가 CAM 이미지를 통해 잘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다양한 위치에 손상이 모사된 압축 하중을

받는 모델의 CAM 예측 이미지들이다. Fig. 9 (a)의
경우는 CAM 인공신경망이 생성한 CAM 이미지 상

어두운 부분 중앙에 실제 손상 위치가 존재하지 않았

지만, 손상으로 예측한 영역 왼쪽 끝에 실제 손상 위
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 (b)의 경우 응

력 집중이 발생하며 주변형률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

나는 영역에 손상이 있는 예시이며 CAM 인공신경 망
이 예측한 손상 영역 내부에 실제 손상 위치가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c)는 주변형률의 변화가 거의 없는 끝단 영
역에서 손상이 모사된 예시이며 예측한 손상 영역 내

부에 실제 손상 위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d)의 경우 주변형률의 변화가 있으며 중립면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요소에 손상이 모사된 예시이며

실제 손상 위치와 CAM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영역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손상 검출 결과

Fig. 10은 고정단 부근에 손상이 모사된 인장하중을

받는 모델의 주변형률장의 예시이다. 실제 손상의 위
치를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중립면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면 육안으로 손상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구조물에 작용하는 주변형률이
위아래 대칭이 아니거나 대형 구조물의 실시간 데이터

를 육안으로 분석해야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Fig. 11은 Fig. 10의 이미지를 CAM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CAM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Fig. 11 CAM image of tensile load with damage on the
root region, green box indicates the location of
damaged element

Fig. 10 Principal strain field on tensile load with damage in
root region

(a) Damage at the cornor (b) Damage near root

(c) Damage at the tip (d) Damage at the center

Fig. 9 CAM image of compression load with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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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이미지의 가중치 분포와 연두색 사각형 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손상이 예측된 위치 중앙에 연두색 사

각형(실제 손상 위치)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Fig. 10에

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손상에 의한 영향을 받는
영역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다양한 위치에 손상이 모사된 인장 하중을 받는

모델의 CAM 예측 이미지들이다. Fig. 12 (a)는 응력
이 집중되는 모서리에 있는 손상이 있는 경우로써 손

상으로 예측된 CAM 이미지의 중앙에 실제 손상 위치

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손상에 의한 주변형률의 변화
가 있는 주변 영역은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2 (b), (c), (d)의 경우 다양한 손상의 위치와

CAM의 예측한 영역이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3.3 굽힘 하중이 작용할 때 손상 검출 결과

Figs. 13과 14는 고정단 부근에 손상이 모사된 경우

로 각각 위아래 방향 굽힘 하중을 받는 모델의 주변형

률장을 나타내고 있다. 육안으로 자세히 확인할 경우
대략적인 손상의 위치 예측이 가능했던 앞선 예제들과

달리 손상에 의한 주변형률 분포의 변화가 적어 육안

으로 손상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s. 15와 16은 Figs. 13와 14의 이미

지를 학습된 CAM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CAM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CAM 이미지의 가중치
분포와 연두색 사각형의 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손상

으로 예측된 영역 내에 연두색 사각형(실제 손상 위

(a) Damage at the corner (b) Damage near root

(c) Damage at the tip (d) Damage at the center

Fig. 12 CAM image of tensile load with damage

Fig. 15 CAM image of downside bending load with
damage on the root region, green box
indicates the location of damaged element

Fig. 13 Principal strain field on downside bending load with
damage in root region

Fig. 14 Principal strain field on upside bending load with
damage in roo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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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7은 다양한 위치에 손상이 모사된 아래 방향

굽힘 하중을 받는 모델의 CAM 예측 이미지들이고
Fig. 18은 위 방향 굽힘 하중을 받는 모델에 대한

CAM 예측 이미지들이다. Fig. 17은 다양한 위치에 손

상이 모사된 아래 방향 굽힘 하중을 받는 모델의

CAM 예측 이미지들이고 Fig. 18은 위 방향 굽힘 하
중을 받는 모델에 대한 CAM 예측 이미지들이다. 손상

이 모서리에 있는 Fig. 17 (a)과 Fig. 18 (a)의 경우 손

상으로 예측된 영역 내에 연두색 사각형(실제 손상 위
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서리에 손상

이 위치한 경우 한 개 부영역의 CAM 이미지만으로

전체 CAM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한 개 부영역의
결과만 이용하여 손상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탐지 기법의 높은 검출 능력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 (b), (c), (d)와 Fig. 18 (b),
(c), (d)는 다양한 손상 위치에 대한 손상 예측 영영

및 실제 손상 위치를 나타낸 그림으로, 손상으로 예측

된 영역 내에 연두색 사각형(실제 손상 위치)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AM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DIC

이미지를 모사한 유한요소모델의 주변형률장과 손상의

관계를 학습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물에 발생한 손상의
유무 및 손상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

Fig. 16 CAM image of upside bending load with
damage on the root region, green box
indicates the location of damaged element

(a) Damage at the corner (b) Damage near root

(c) Damage at the tip (d) Damage at the center

Fig. 17 CAM image of downward bending load with damage

(c) Damage at the tip (d) Damage at the center

Fig. 18 CAM image of upward bending load with damage

(a) Damage at the corner (b) Damage near root



Class activation map을 활용한 변위/변형률 정보 기반 구조물 손상 탐지 기법

풍력에너지저널: 제12권, 제3호, 2021 53

였다. CAM 인공신경망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
하기 위해 4절점 평면응력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하였

고 손상은 탄성계수의 5 % 저하로 모사하였다. 최종적

으로 구성된 CAM 인공신경망은 다양한 하중 조건
(압축, 인장, 아래 방향 굽힘, 위 방향 굽힘)에서 발생

한 손상 위치를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손상

에 의한 변화가 있는 영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CAM 인공신경망은 다양한

형상 및 하중의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 전체 모델에

대한 손상을 탐지하는 것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부
영역에 대해서 손상을 탐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모델의 형상이 변하더라고 다시 훈련을 할 필요

가 없어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하지만 손상의 위치가 모서리에 위치한

경우, 한 개의 부영역만이 손상으로 분류되어 전체

CAM 이미지에서 예측된 손상영역의 중앙에 실제 손
상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

법상의 한계를 추후 보완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 개

발된 CAM을 적용한 인공신경망 학습 기법을 다양한
구조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구

조물 형상 및 하중의 조건에 대한 손상 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장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구조물
의 손상탐지를 DIC 이미지 기법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후기

본 연구는 2021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2020R1C1C1006006)과
한국전력공사의 2021년 착수 기초연구 개발과제 연구

비의 지원(No. R21XO01-6)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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