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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total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at a rate of 

4.9% per year, but the maintenance budget of the road sector has been decreasing annually. In 

addi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Road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ll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 five-year master

plan to improve maintenance and performanc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with relatively small budgets to introduce expensive equipment for road management. In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oad crack detection method using mobile 

mapping system (MMS) and drones that are relatively inexpensive with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igh-precision road surface photographic data could be acquired using MMS and

drones. Pre-processing was carried out to tra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Labeling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type of road cracks and was

labeled based on where cracks were present, where none were present, or where roads were not.

The training was done by modifying the basic convolution network model and the mobilenetv2

neural network. As a result of the training, the data classification accuracy using the mobilenetv2

algorithm was able to achieve 95% on MMS data and 78% on drone data. It can be hypothesized

that a more high-performance crack classification accuracy might be achieved by utilizing 

MMS and drone equipment. In the future, road cracks will be systematically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y management agencies based on algorithms developed in this study. It

is also expected to benefit citizens who use user-centered software to use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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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은 매년 4.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부문의 유지

관리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또한 도로법의 개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신설

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지자체에서 도로관리를 위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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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System(MMS)와 드론을 활용한 도로균열 검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MMS와 드

론을 활용하여 얻은 해상도 높은 도로 노면 사진데이터를 취득하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해 도로 파손 유형에 따라 균열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또는 도로가 아닌 

곳으로 라벨링을 진행하였고 Basic CNN모델과 Mobilenetv2신경망을 수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Mobilenetv2

의 알고리즘의 분류정확도는 MMS데이터 95%, 드론데이터 78%를 얻었다. 이는 MMS와 드론을 활용하여 정도 높

은 균열 분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시설

물 관리 기관에서 도로균열을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도로를 이용

하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인공지능, CNN, 드론, 모바일매핑시스템, mobilenetv2, 도로 균열

서론

최근 5년간(2014-2018년)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은 매년 4.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부문의 예산은 

2014년 8.5조 원에서 2018년 6조 원으로 매년 8.5%의 비율로 감소하여 이는 전체 SOC분야 예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도로시설물의 노후화(30년 이상)의 비율은 2020년 11.9%에

서 다가오는 2032년에 34.1%로 약 22%p 상승될 전망이다. 이처럼 사회간접자본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

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Do, 2020).

또한 ｢도로법｣의 개정(2011년)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신설(2019년)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

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

며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관리 조례 등 도로시설물 성능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특

히, 서울시는 2016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산, 전남 등도 유사한 노

후 인프라 관리 제도를 제정하는 추세이다.

특히 체계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을 개발하여 고가의 도로 조사 장비(Road Scanner)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 ‧ 소규모의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장비의 구입 및 운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러한 문제로 인하여 도로상태 조사 이후 수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상태평가, 도로의 파손원인 분석, 파손원인에 대응

하는 도로 설계, 공법 시공품질 관리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에는 드론, MMS, IoT(Internet of Things)센서 등 첨단 조사장비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Do, 

2020; Mei and Gul,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전처리 기술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MMS장비와 드론을 활용하

여 도로 노면의 균열을 판단하기 위한 아스팔트 노면의 균열 검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국내 ‧ 외에서 드론과 MMS장비, 스마트폰, 블랙박스 카메라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도로 노면 영상을 취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로의 파손여부를 도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균열조사 전문장비를 활

용한 인공지능기반의 도로균열 도출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Zhang et al.(2017)은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모델에서 착안한 Crack Net을 개발하였으며 5개의 레이어층과 360개의 채널을 두어 병렬로 연결

한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여 일반적인 다른 모델을 활용한 것보다 약 15%p의 균열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Chun et al.(2021)은 균열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6가지의 종류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하여 라벨링과 딥러닝 알고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4호, 2021년�8월 557

HYUN, Sekwon ･ DO, Myung Sik •Article•

리즘(ResNet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Gavilan et al.(2011)은 라인스

캔 카메라와 레이저 장비 등이 탑재된 조사차량을 이용하여 크랙을 검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Zhang et al.(2018)은 3차원 레이저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포장의 결함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반면,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장비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데이터 취득하는 연구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표면의 균열을 검출해내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Sim et al.(2019)은 Fast R-CNN을 활용하여 

도로 노면의 균열을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합성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 내에서 도로 

파손유무와 그 영역을 추정하는 새로운 심층 신경망을 개발하였다. Jeon et al.(2018)은 도로 노면 파손 유형 중 포트

홀 탐지를 위하여 의미론적 객체분할(Semantic Segmentation)을 구현하여 파손 유형을 구분하고 균열이나 포트홀

과 같은 파손의 검출 가능성을 도출해 내었지만, 블랙박스와 핸드폰의 화질과 고속 주행에 따른 데이터 품질의 문제 

등의 한계도 있었다.

한편, MMS나 드론을 활용한 연구로는 Choi et al.(2018)은 MMS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균열 상태를 판정하는 연구에서 CNN망을 기반으로 YOLO(You Only Look Once)를 활용

하여 균열을 5단계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적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연구로는 Kim et al.(2019)은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5가지

로 분류하여 라벨링을 진행하고, 해당 클래스를 검출하기 위한 학습 알고리즘은 Fast-RCNN을 활용하여 도로 균

열을 검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adrasjavan et al.(2019)은 드론을 활용하여 도로노면 데이터를 취득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균열을 도출하기 위

하여 Ortho변환을 거쳐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활용하여 균열을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81%의 정

확도를 얻었다. Naddaf-Sh et al.(2019)도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CNN 기반 크랙 검출 방안을 제

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다.

기존 도로표면의 결함을 탐지하는 연구에서는 높은 화소와 정형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도로 조사 전문장비들을 활

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각 연구마다 방법론은 상이하며 도로 표면을 인식하기 위한 다방면의 라벨링 방법을 활용

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저가의 장비를 운영하여 도로상의 균열을 검출하고자 진행된 연

구도 있었지만 실제 고가의 장비와 같이 정형화된 알고리즘 결과물 데이터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고가의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도로 균열 조사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지자체 관할 도로 

등의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예산, 전문가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잡한 도시부 도로 등에서 DB 구축으로 활용성이 높은 MMS와 드론을 기반으로 한 도로균

열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AI기반�드론과�MMS를�활용한�도로�균열�검출

본 절에서는 4단계의 인공지능 기반 드론과 MMS를 활용한 도로 균열 검출로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공지

능을 활용할 시 비정형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MMS와 드론으로 취득되는 영상데이터는 각각 

촬영방법과 촬영 각도에 따라 도로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단계로 드론과 MMS를 이용하여 도로를 촬영하는 즉, 도로의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단계로 데이

터 취득 단계라 할 수 있다. 상이한 영상 데이터를 같은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또한 촬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결과도출이 가능한 형태로 라벨링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라벨링된 데이터를 원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결과물로 도출해내기 위한 설

계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학습 및 평가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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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과� MMS를�활용한�도로�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앞서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장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촬영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자동차 보닛 위에 장착하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는 MMS는 도로 노면영상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1

개 차로를 기준으로 촬영하였으며, 드론데이터는 주변 환경(가로수, 전봇대 등)과 노면 상태가 사진에서 판별이 가

능한 고도 15m로 유지하며 왕복 6차로를 동시에 촬영하여 영상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진 품질에 영향을 주는 해

상도는 두 장비모두 높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어 촬영방법에 따른 도로 균열데이터가 육안으로도 충분히 분별 가능

하였다.

각 장비의 촬영가능 최대 속도는 MMS 100km/h 이상 가능하지만, 차량 보닛에 장착하여 시속 60km/h로 주행하

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드론은 최대 속력 58km/h이지만 안전문제와 차로를 따라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촬

영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도보 속도인 2.5km/h의 속력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두 장비 모두 영상사진에 

GPS정보가 자동으로 촬영된 이미지에 입력되며 수집된 데이터의 크기는 2,448×2,048×3 픽셀과 3,840×2,160×3 

픽셀의 크기를 가진다. 데이터 수집결과 MMS 1,390장 드론 642장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Table 1. Filming device specification

Classification MMS Drone

Model view

Shooting range 1 lane 6 lane

Resolution 5,000,000 pixel 20,000,000 pixel

GPS ○ ○

Maximum speed 180km/h 58km/h

Data storage method USB USB

Filming time (1 charge) 3 hour 30 minute

Pixels size 2,448×2,048×3 3,840×2,160×3

Data (sheet) 1,390 642

2. 데이터�정제

MMS와 드론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를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서 학습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춘 학습데이터 생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학

습기법은 End-To-End방식으로 이는 데이터 처리의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함이다. 즉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출력되는 결과까지 분석가의 개입이 없도록 완전 자동화를 위하여 선택하였다.

MMS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은 순서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우선 수집된 데이터 위에 가

상의 그리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그리드의 크기는 실제 도로의 20cm×20cm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의 주행

방향에 따라 연속적으로 그리드를 생성하였다.

데이터 촬영 시 일반 또는 고속 주행 시 2m의 간격으로 사진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검출할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 분리 결과 Figure 1(b)의 ROI(Region of Interest)에 나타난 바와 같은 영역이 도출 되었으며, 도출

된 영역은 가로 16칸, 세로 9칸의 그리드(320cm×180cm)이며 좌표는 사진데이터 속 좌표에서 추출된 4개의 점(좌

상, 좌하, 우상, 우하)의 좌표를 대상으로 Cropping하여 2차원 데이터로 투영변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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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Figure 1(c)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기에 필요한 컴퓨터 자원이 

도로의 균열을 검출하기에 필요한 컴퓨터 자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Figure 

1(d)와 같이 패치화(patching)를 진행하였다. 생성된 패치의 크기는 256×256×3의 픽셀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도

로 스케일 20cm×20cm를 반영하였다.

(a) Make 20cm×20cm greed (b) Create roi

(c) Projection transformation (d) Patching progress

Figure 1. MMS data transformation process

반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는 수직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Figure 2와 같이 별도의 투영변환 없이 바로 패치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도로의 스케일은 촬영고도를 고려하여 40cm×40cm로 설정하였으며 하나의 패치당 크기는 

MMS데이터와 마찬가지로 256×256×3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a) Source data (b) Patching progress

Figure 2. Drone data trans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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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Figure 1과 Figure 2에서 생성된 패치들 속에 나타난 도로 균열들의 특징을 도출

하였다. 패치상에 나타난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2와 같은 데이터 수를 취득할 수 있었다. 

MMS패치에서 나타난 도로 표면상의 형태는 2가지 즉, 균열이 있는 패치와 균열이 없는 패치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

를, Crack, None으로 2가지의 분류로 구성하여 Binary형식으로 라벨링을 진행하였다.

손실함수로는 MSE(Mean Square Error)을 사용하였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최종 마지막 층에서 분류하기 

위한 노드로 Sigmoid를 설정하여 0-1사이의 값이 출력될 수 있게 하였다.

드론데이터에서 나타난 특징은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균열이 있는 패치, 균열이 없는 패치, 도로부분이 아닌 영

역이 그것이다. MMS와 달리 Crack, None, Other 3가지의 분류로 라벨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Categorical로 라

벨링을 진행하였다. Loss를 계산하기 위한 손실함수로는 Cross Entropy를 활용하여 데이터셋 정의를 마쳤다.

또한 알고리즘의 마지막 층에서 분류하기 위한 노드로는 Softmax 분류를 활용하여 분류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Softmax로 분류하기 때문에 Crack=[1,0,0], None=[0,1,0], Other=[0,0,1]로 구분되어 Cross Entropy 계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MMS와 드론데이터 생성결과 총 MMS 약 2만 5천장, 드론 약 3만 7장을 취득

할 수 있었다.

Table 2. Data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MMS patch Drone patch

Crack None Crack None Other

Training 12,790 11,929 9,926 9,983 10,842

Test 300 300 300 300 300

Total 13,090 12,229 12,226 12,283 13,842

Labeling Binary Categorical

Loss MSE Cross entropy

Function Sigmoid SoftMax

3. 인공지능�알고리즘�설계

본 연구에서는 균열을 분류해 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위하여 8가지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 가운데

에서 균열과 균열이 아닌 패치를 분류 가능한 알고리즘은 4가지가 도출되었으며, 해당 알고리즘은 Basic CNN, 

Resnet152, InceptionResnetV2, Mobilenetv2이다. MMS데이터에서 활용한 균열분류 결과를 참고하여 가장 성능

이 높았던 Mobilenetv2를 활용하여 드론에 적용하였다.

한편 학습 방법은 Transfer Learning을 도입하였으며 Basic CNN을 제외한 알고리즘은 모두 과거의 학습 과정을 

다시 불러와 학습하였다. Basic CNN의 입력 층은 256×256×3의 크기로 설정하고 3개의 합성곱층과 풀링층을 두

었다. 각 활성화 함수로 0-1사이의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합성곱 층 이후 2차원 형태의 텐서를 1차

원의 노드로 변환하는 레이어를 생성한 후 분류를 진행하였다. Basic CNN의 모델구조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Basic CN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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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netv2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개념을 도입하여 연산 량을 매우 줄인 알고리즘이지만 

Inverted Residual 구조를 차용하여 새로운 Convolution망을 만들지 않고 과거에 만들어진 망을 그대로 가져와 재

사용하는 특성을 가진 알고리즘이다(Sandler et al., 2018). 입력 층은 Basic CNN과 같이 256×256×3의 크기로 설

정하였고 그 뒤에 Mobilenetv2의 레이어와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마지막 결과 도출을 위한 출력층은 Basic CNN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하여 Flatten 레이어를 생성하

고 학습결과를 분류하는 Softmax 노드를 생성하였다. Mobilenetv2의 균열 분류에 맞게 변환된 모델구조는 Figure 

4와 같다.

Figure 4. MobileNetv2 structure

4. 학습�및�평가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기존 Pre-Trained 모델을 활용한 Transfer Learning 

방법을 도입하였다. Basic CNN과 MobileNetv2 알고리즘에 MMS데이터와 드론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총 4회에 거친 학습과정을 거쳤다. 학습을 위한 컴퓨터 환경과 사용한 S/W 등에 대해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onfigure the learning environment

System specifications Operational SW Algorithms

Learning & Testing - CPU : 8-core 2.1GHz
- RAM : 128GB
- HDD : 2TB
- OS : Window 10 pro
- GPU : 24GB

- Window 10 pro
- jupyter notebook
- Keras
- scikit-learn
- tensorflow
- numpy
- python 3.6

- Basic CNN
- Mobilenetv2

학습 진행을 위한 컴퓨터 사양으로는 CPU: 8-core 2.1GHz, RAM: 128GB, Window 10 pro, GPU: 24GB을 구

성하였다. 학습과 결과도출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Keras, Tensorflow 등을 활용하였다.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는 

Batch와 Epoch은 각각 300, 50을 두었으며 1 Epoch당 Train데이터와 Validation데이터를 비교하여 학습이 종료

된 이후 Validation 값이 제일 높은 Epoch을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레이어마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Kingma and Ba(2014)의 Adam(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

을 사용하였다. Adam은 Ruder(2016)에 따르면 Mnist분류에서 가장 높은 성능과 학습 속도가 도출되었으며 논문에

서 사용된 최적화 알고리즘에 맞추어 0.001을 두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을 진행한 결과 Figure 5와 같이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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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MMS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loss와 accuracy가 각각 0과 1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드론데

이터에서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MMS와 드론을 학습하는 도중 가장 높은 정확도

를 보인 Epoch의 파라미터 값을 각각 저장하였다.

(a) MMS data with Mobilenetv2 (b) Drone data with Mobilenetv2

Figure 5. Train & Loss graph

학습이 완료된 후 정확도가 가장 높은 알고리즘의 선택과 기존 알고리즘과의 성능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6가지의 

평가 지표인 P(Precision), R(Recall), F1(F1Score), ACC(Accurac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을 활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Table 4).

테스트 결과 Mobilenetv2에서 MMS 데이터는 95%의 정확도를 도출하였고 드론 데이터에서 78%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알고리즘에서 각 장비별 라벨링을 진행한 방법대로 분류가 가능하였지만 

드론 데이터에서 Basic CNN은 균열이 아닌 부분(None)은 분류하지 못하였다. 이는 작은 신경망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에서 분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도로가 아닌 부분을 제외한 모든 도로상의 균열과 균열이 없는 패치들이 전부 균열이 있는 패치로 분류

되었고 R값도 제일 높게 도출되었다. 그 외 알고리즘들은 전부 균열이 있는 패치와 없는 패치들을 구분 가능하였고 

MMS데이터와 드론데이터 모두 타 알고리즘들에 비하여 Mobilenetv2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Table 4. Learning results

Algorithms P R F1 ACC PPV NPV

MMS Basic CNN Crack 0.64 0.47 0.54 0.48 0.47 0.5

None 0.33 0.5 0.4

InceptionResNet V2 Crack 0.86 0.64 0.73 0.69 0.64 0.79

None 0.53 0.79 0.64

ResNet152 Crack 0.97 0.54 0.70 0.69 0.54 0.97

None 0.52 0.97 0.68

Mobilenetv2 Crack 0.94 0.97 0.95 0.95 0.95 0.95

None 0.97 0.94 0.95

Drone Basic CNN Crack 0.47 0.95 0.63 0.63 0.63 0.81

None 0 0 0

Other 0.95 0.93 0.94

Mobilenetv2 Crack 0.83 0.44 0.57 0.78 0.77 0.89

None 0.62 0.9 0.73

Other 0.96 0.99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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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MMS장비와 드론으로 구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노면의 균열을 검

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MMS와 드론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취득 방법과 전처리 방법을 제안하였고 각 장비에서 취득되는 영상의 특징을 

기반으로 라벨링을 진행하였다. 드론과 MMS로 취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Basic CNN과 Mobilenetv2을 활용하

여 균열패치와 균열이 없는 패치를 분류하기 위한 알고리즘 수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정된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분류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정확도 지표에서 Mobilenetv2에서 MMS데이터 95%, 드론데이터 78%의 분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MMS와 드론과 같은 신기술장비를 도입하여 기존의 도로 상태 전문 조사 장비와 비슷

한 성과를 얻을 수 있거나 혹은 그 이상의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 상태 전문 조사 장비가 가지는 문제점인 고가, 저속주행 및 분석과 운용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지자체 도로관리 예산상의 제약과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상태 모니터링

과 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의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조사비용보다 저렴하고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되어 기존 PMS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사 방법과 조사주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로노면의 상태등급 분류와 노면

의 파손(deterioration) 예측 모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포장의 표면데이터의 추가 확보(big data)와 도로 표면의 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최적 알고리즘(algorithm)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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