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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점검사진에서 교량의 정적 변위 추출을 위한 영상처리기법

Image Processing Technique for Measuring the Static Displacement of 
Bridges from General Inspection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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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image processing technique for measuring the static displacement of bridges from general

inspection photograph; the color, shape, and spatial transformations of an arbitrary image stored in bridge management system

database are used. This study is verified by using numerical analyses with experiment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static

displacement of bridges are measured by proposed technique. Moreover, this technique is able to obtain the static structural

response of the bridge with changes i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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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점검용 사진목적으로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이미지에서 목표물의 색, 형

태 및 공간이동 정보를 수치 해석적으로 접근하여 교량의 변위를 산출하는 비접촉, 비타켓 방식의 영상처리기법(Image

Processing Technique)을 제안하였다. 수치해석 및 모형실험을 통하여, 일반 교량점검 사진에서 교량의 변위를 추출하는 방법

으로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공용중인 교량의 온도에 의해 변화하는 교량의 정적 거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영상처리기법, 교량점검, 정적 변위 측정,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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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주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정식 개통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량도 교량의 기대수명

(박창호 등, 2005)을 60~70년 정도로 보았을 때 이제 청년

기를 지나 장년기에 본격 돌입됨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저하

및 노후화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고속도로 경우 구조물

수가 급증되어 2010년 12월 현재 7,594개소에 이르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물수가 급증한 2000년 이후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실

적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이 교면포장 교체 이외

보수의 약 33.6%이상이 신축이음 및 교량받침의 보수, 보강

에 사용되어 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주체에

서는 단순 육안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유지관리 방안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시 교량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실제 공용중인 구조물의 동 특성치을 파

악하여 최초 설계 당시의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특성치의 파악은 매

우 주요한 건전성 파악의 방법이나, 콘크리트교, 강교 등 여

러 가지 교량 형식에 따른 형태 및 재료특성이 복합되어 있

는 실 교량에서 정확한 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과정은 아니다.

이에 비해,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의 변위량 등을 파악

하여 공용중의 온도, 크리프, 건조수축, 활하중, 추가 장력

등에 의해 변화하는 교량의 변위 등 물리량을 파악하여 설

계치 및 재료특성에 따른 현재의 정적 거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직관적이

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현재 구조물의 정적 또는 동적특성을 파악하는 계측방법은 다

이얼 게이지,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신장계(Extensometer), 경사계 등의 접촉식 방법과 레이저

변위계, 광파 측정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광학식 변위계 등의 비접촉식 방법이 있다. 비접촉

식 방법에서 최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GNSS와

광학식변위계가 있다. GNSS를 이용하는 방법(박종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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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장비가 고가이고 케이블교량 등 장경간 교량에서 전

체적인 거동특성파악에 적합하여 일반교량에 적용하기에는

보편적이지 못하다. 영상처리방법 등을 이용한 광학식 방법

은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서 기존의 센서를 대처하는 방법으

로 최근 많은 연구(Ji and Chang, 2008; 김성완 등, 2010)

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교량 및 케이블의 동특성 추출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일반 교량 점

검용 사진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목표물의 색, 형태 및 공

간이동 정보를 이용한 비접촉식, 비타겟 방식이다. 또한, 과

거의 시설물 변위이력에 대하여도 기존에 유지관리 시스템

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활용하면 신규 계측 없이 교량의

변위량을 알 수 있어 유지관리 시 매우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시공 시 초기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여,

현재 유지관리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초기 셋팅 문제 및 이

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에 의한 받침, 신축이음장치의 설계초

과 변위 발생에 따른 균열 및 파손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영상처리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영상처리방법(Image Processing

Technique)은 그림 2의 과정을 통하여 일반 교량 점검용 사

진에서 교량의 변위, 변위각 등 물리량을 추출할 수 있다.

매트릭스해석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해석적 계산

이 가능하며,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1 이미지 획득(Image Acquisition)

이미지획득(Image Acquisition)과정은 아날로그 이미지 정

보를 디지털 이미지 정보로의 변환, 획득 과정이며, 이는 다

음 식 (1)-(3)과 같이 표현 된다.

(1)

여기서, p는 2차원 공간위치, r, c는 각각 열(row) 및 행

(column) 위치 값이다. 

(2)

여기서, I(p)는 (r, c)위치에서 RGB색 강도(intensity)이며, R,

G, B는 적(Red), 녹(Green), 청(Blue)의 강도(intensity)이다.

식 (1)과 식 (2)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식 3과 같이 RGB

디지털 이미지 매트릭스로 표현 된다.

(3)

2.2 칼라 인식(Color Filtering)

일반 교량점검사진에서 목표물을 추출하기 위하여 정확한 색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칼라색이라고 표현되는

RGB정보의 강도(intensity)와 분포특성 뿐 아니라, 색채추출을

위한 여러 가지 광학적인 칼라특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람의 칼라 객체의 인식과정을 보면, 그 칼라의 R(red),

G(green), B(blue)정보 보다는 색조(Hue), 채도(Saturation),

명도(Lightness)에 의해 실질적으로 인식되어 진다. 따라서

식 (3)에서 도출된 RGB칼라에서 특정 색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의 색채정보 인식을 묘사하는 데 적합

한 HSL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RGB칼라공간을 HSL칼라공간으로 변환하는 수식은 식 (4)

와 같다.

(4)

여기서, H, S, L는 각각 색조(Hue), 채도(Saturation), 명도

(Lightness)이며, R, G, B는 적(Red), 녹(Green), 청(Blue)의

강도(intensity)이다.

2.3 형태 추출(Edge Detecting)

형태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미지의 불연속면을 검출하는 것

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상처리 기법이다. 목표물의 형태특

성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가장 적합한 에지(Edge)필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적용결과 수학

적으로 가장 간단하면서 심플한 소벨필터(Sobel, 1990)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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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속도로 교량 유지관리비용 분석(2001~2009년)

그림 2. 교량받침의 변위 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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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식과 같다.

 (5)

 여기서 G는 에지 화소이며, A는 원이미지, Gx는 수평성분,

Gy는 수직성분이다.

소벨 에지 필터는 1차 미분 Gx, Gy을 식 (5)와 같이 마

스크 하여 중앙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이때 중앙 점

에서 위치 (x, y) 에지화소(G)가 경계치(Threshold) 보다 크

면 에지화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0’값을 반환하는 특징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2.4 이미지 합성(Image Composition)

색정보와 형태정보를 결합시키면, 우리가 추출할 목적의 목

표물이 명확하게 표현 된다.

(6)

여기서, Ttarget은 목표물의 합성 이미지이며, Tcolor, Tshape은

각 목표물의 색 및 형태정보 값이다.

2.5 공간 이동(Spatial Transformation)

사진 촬영 시 투영왜곡(Projective Distortion)된 이미지는

기존의 설계도면 또는 기지의 물리량 정보와 비교하여 투영

왜곡 변환(Projective Transformation)을 통하여 정합(Image

Registration)시킬 수 있다.

−크기(scale) 변환함수 : 

−회전(rotation) 변환함수 : 

−이동(Translation) 변환함수 : 

−비틀림(Shear) 변환함수 : (7)

여기서, T(Transform)는 각각 크기, 회전, 이동, 비틀림 변환

함수이다.

2.6 변위 추출(Measuring)

최종적으로 도면 및 기지 값을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단위요소(pixel)에 대한 단위 물리 값을 이용하여 최종 물리

량 값을 식 8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8)

여기서 ∆Dt는 이미지에서의 물리 값, ∆d는 정합된 이미지

에서의 물리 값 기본단위, Dt는 기지 값의 실제 물리 값, d

는 정합된 이미지의 영상기본단위를 나타낸다.

3. 수치해석적 영상처리 알고리즘 검증

그림 2에서 제안된 영상처리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MATLAB 20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3(a)과 같은 이상화된

이미지와 실물에서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6과 같은 모형받

침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물모형받침은 1600×1200

pixel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한 이미지이다.

3.1 칼라인식(Color Filtering) 검증

그림 3(a)는 수치해석의 검증을 위하여 이상화된 교량받침

의 형태이며, 기지 값으로는 붉은색 플레이트 두께(30 mm,

16 pixel)값이며, 그 밖의 추출 수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그림 3(b)와 같이 붉

은색과 녹색의 플레이트 판을 도출하기 위하여 칼라 색 정

보를 추출하여야 하는데. 이 이미지는 이상적으로 만든 모델

이므로, 식 (3)의 I(p)값은 붉은색은 [R(255), G(0), B(0)],

녹색은 [R(0), G(255), B(0)]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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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치검증을 위한 이상화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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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a)는 그림 3(a)와 같이 이상화된 형태가 아닌 실

교량 모형받침이다. 이와 같이 실 교량에서는 색정보가 단

한가지정보로 되어있지 않고, 자연계의 여러 노이즈 성분 등

이 섞여 있어, 인간이 인식하는 정보는 실질적으로 RGB 밴

드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량받침 플레이트의 파란

색 정보는 그림 4와 같이 히스토그램 등을 통하여 RGB 밴

드특성이 확인되며, 또한 식 (4)의 HSL 칼라공간을 통하여

좀 더 직관적인 수치형태을 분석하여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실 교량 모형받침에서 파란색 정보만을 추출하면

그림 6(c)와 같다.

3.2 형태 추출(Edge Detecting) 검증

형태정보를 얻기 위하여 불연속면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은

1차 혹은 2차 미분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1차

미분은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울기(Gradient)를 나타

내는 것이며, 식 (5)의 적용특징은 Gx는 좌측에서 우측방향

으로 계산되며, Gy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계산되어지므로

Pixel에서 검출되는 에지의 위치는 그림 5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상물의 우측 및 하부의 포인트에서 변화 값이 검출되는

특성이 있다. 

이 형태추출에 대한 수치 해석적 검증은 그림 3(c)에 나

타내었으며, 각 색성분의 강도(intensity)변화지점(pixel)에서

에지가 검출되는 특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실 교량에서는

많은 노이즈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경계치(Threshold)에 따

라 노이즈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적용한 결과를

그림 6(d)에 나타내었다.

3.3 이미지 합성(Image Composition) 검증

이미지의 합성은 칼라인식과 형태추출에 의한 목표물의 명

확화과정이며, 그림 3(d)는 이상화된 모델이미지에서 합성한

결과이며, 그림 6(e)는 실물 모형받침에서의 적용 예이다.

3.4 공간 이동(Spatial Transformation) 검증

일반 교량 점검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물로 하는 사

물에 대하여, 평면공간에서 이미지 획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설계도면과 같이 평면공간으로

공간이동을 통하여 정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식 (7)에서 제시한 투영선형변환(Projective

Linear Transformation)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3(e)는 공

간이동(Spatial Transformation)을 검증한 예이며, 그림 3(f)

는 이를 정합(Image Registration)한 이미지이다.

그림 4. 그림 6(a)의 파란색 플레이트의 RGB 강도(intensity)

히스토그램

그림 5. Sobel Edge 특성

그림 6. 모형 교량받침에서의 변위 추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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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변위 추출(Measuring) 검증

최종적으로 교량점검 사진에서 변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도

면의 수치정보 및 이미지 내 사물의 기지 값을 통하여, 이

미지의 최소단위인 Pixel의 물리 값을 알아낸 후, 그 값을

통하여 식 (8)을 통하여 그림 3(g), 그림 6(f)와 같은 최종

계산 변위 값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실물 모형교량받침에

서 그림 7과 같이 단계별 이동시의 실측값과 영상처리기법

을 활용한 계산 값을 기지 값인 줄자 폭(16 mm, 85

pixel)만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이 결과는 표 1에 나타

내었다.

실측값과 계산값에 대한 상대변위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식 (9)의 Percent error와 RMS(Root Mean

Square) 및 System error를 사용하여 오차분석을 수행하였다.

(9)

여기서, δr는 실측값, δi는 추출된 계산값, n는 계측된 데이

터 수이다.

오차분석 결과, 상대변위에 대한 Percent error의 평균 오

차율 0.19%, RMS error 평균 0.44 mm 이내이고 System

error에 대한 평균 오차율이 1.33% 이내로, 본 논문에서 제

안된 방법이 2%이내의 정밀도로 교량의 변위를 측정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4. 현장적용 및 활용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현장 적용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산교 및 면온 IC 1교를 대상으로

교량받침의 변위, 변위각도,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을 검출

하여 활용성을 확인 하였다.

4.1 가산교

충청북도 진천군 가산리에 위치한 가산교는 2004년도 내

진보강이 실시되어 탄성받침으로 교체된 교량이다. 이에 따

라, 2005년에 온도변화에 따른 교량받침의 이상 유무를 파

악하기 위하여 서울방향 교량의 교대 교량받침 A1, A2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교량받침의 신축량을 실측(강형택 등,

2005) 하였다.

2005년, 2006년 및 2008년도는 한국도로공사 교량유지관리

시스템인 Hi-유지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점검사진을 사

용하여, 변위량을 추출하였으며, 대기온도는 인근기상대인 충

주기상대와 청주기상대의 온도데이터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장기거동측면에서 상부구조의 신축은 온도변화에 따라 선

형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르면

Percent  error δi δr–( )
2

δr( )
2

1

n

∑⁄
1

n

∑=

RMS  error δi δr–( )
2
n⁄

1

n

∑=

System  error RMS  error Max.  Displacement⁄=

그림 7. 모형 교량받침의 실험과정

표 1. 모형 교량받침의 실측값, 계산값, 오차분석

받침 위치

실측값 계산값
Percent Error 

(%)
RMS Error

(mm)
System Error

(%)실측값
(mm)

상대변위
(mm)

계산값
(mm)

상대변위
(mm)

I 그림 6(b) 118.0 -30.0 46.1 -28.1 0.401 0.850 2.575

II 그림 7(a) 133.0 -15.0 59.8 -14.4 0.160 0.268 0.813

III 그림 7(c) 148.0 0.0 74.2 0.0 0.0 0.0 0.0

IV 그림 7(e) 168.5 20.5 94.0 19.8 0.117 0.313 0.949

V 그림 7(f) 181.0 33.0 105.5 31.3 0.265 0.760 2.304

평균 0.189 0.43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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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 시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량은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10)

여기서:∆lt는 온도변화에 의한 이동량, α는 선팽창계수, ∆T

는 온도변화, l는 신축거더 길이이다.

PC교 및 RC교의 선팽창계수는 1.0×10−5을 적용하여 단위

온도 신축량을 구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측정 단위온도 신축량은 4회에 걸친 실측 데이

터를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단위온도

신축량의 이론과 측정값을 비교해보면 미소한 상대오차가

다소 존재하며, 이는 실 교량의 재료적 특성, 측정 데이

터수의 제한, 온도거동의 지연 효과 등에 의한 오차로 판

단된다. 또한, 점검사진을 이용한 계산 변위량도 그림 8에

서와 같이 표 4에서 제시한 선형 내에서 상관계수(R)

0.99의 정밀도로 거동함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영상처리기법이 신뢰 높은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산교의 온도와 신축 변위와의 선형성, 단위온도 신축량

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 정상

적인 범위 내에서 정적 거동 특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

단된다.

lt∆ α  T l∆=

표 2. 가산교의 교량제원 및 단면도

노선명 교량명
연장
(m)

경간
(m)

폭원
(m)

교고
(m)

상부
형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중부선
가산교

(양방향 )
500 50@10 11.9@2 13.6

PSC

박스형교
DB24 1987 탄성

받침

표 3. 가산교의 실측 및 계산치 데이타

받침
위치

점검일
점검
시간

온도(oC) 변위량(mm) 점검
사진
유무

대기
온도

구조물(표면) 보정값 실측
점검
사진

상대
변위

서울방향
A1

2005-05-11 15:30 17.7 16.8 17.3 42.0 - 0.0 ×

2005-08-11 16:40 28.1 26.2 27.2 72.0 - 30.0 ×

2005-10-26 16:10 - 13.0 13.0 36.0 - -6.0 ×

2005-12-08 16:00 0.5 - 0.5 -6.0 - -48.0 ×

서울방향
A2

2005-05-11 14:30 19.0 17.0 18.0 38.0 - 0.0 ×

2005-08-11 15:50 27.6 26.7 27.2 69.0 - 31.0 ×

2005-10-26 16:20 - 13.0 13.0 31.0 46.0 -7.0 그림 8(c)

2005-12-08 15:40 1.0 - 1.0 -11.0 - -49.5 ×

2006-08-03 - 33.7(기상대) - 33.7 - 110.0 57.0 그림 8(e)

2008-11 - 9.0(실측) - 9.0 - 28.9 -24.1 그림 8(g)

표 4. 가산교의 단위온도 신축량 비교

받침
위치

가산교
신축길이

(m)

단위온도 신축량(mm/oC)

이론 실측치

서울A1 250 m 2.500 2.891

서울A2 250 m 2.500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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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면온 IC 1교

본 연구에서 제안된 영상처리기법은 교량받침의 변위뿐 아

니라, 교량받침의 변위각, 신축이음장치 변위량등 유지관리

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면온 IC 1교에 그림 10과 같이 적

용하여 교량받침의 변위각(99.29°) 및 신축이음장치의 신축

량(65.0 mm)을 추출하여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교량의 정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점검 목적으로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Data Base)의 이미지에서 목표물의 색, 형태 및 공간이동

정보를 수치 해석적으로 접근하여 교량의 변위를 산출하는

비접촉, 비타켓 방식의 영상처리기법(Image Processing

Technique)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수치해석 및 실물 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일반 교량점검 사진에서 교량의 변위 및 변위각등을 2%이

내의 정밀도로 추출하여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의 시설물 이력관리에 대하여도 점검 사진을 활

용하여 신규 계측 없이 교량의 변위량 등을 알 수 있어 실

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유지관리 시 가

장 문제가 되는 시공 초기치 값도 이미지 획득만으로 변위

검출이 가능하여, 설계초과 변위 발생 등에 따른 균열 및

파손 등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점검사진에서 단순 시각적인 일상적

인 유지관리용도 뿐 아니라, 변위, 변위각 및 신축량등 교량

의 다양한 정적 거동 특성 파악이 가능해져 유지관리 시 효

율적이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가산교의 점검사진 및 변위추출결과

그림 9. 가산교의 온도에 따른 신축거동

그림 10. 면온IC 1교 점검사진 및 추출결과

표 5. 면온 IC 1교 교량제원

노선명 교량명
연장
(m) 경간

폭원
(m)

교고
(m)

상부
형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영동선 면온 IC 1교 270.3 8@30.0 + 1@30.3
11.9

@양방향
14.9

PSC
I형교

DB24 1999 탄성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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