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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법에 의한 자동계측시스템 
 

 시스템의 구성 

기본적으로  Standard CCD Camera와 휴대형 화상처리용 컴퓨터(액정화면, 터치스
크린) 그리고 프린트로 구성되며, 계측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Telemetry CCD 
Camera, Automatic Tilt/Yawing Actuator, Target, Illuminator등이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은 기 개발된 제품의 기본적인 구성품목이며, 개발 과정 또는 시험과정에서 목
적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합니다.  

         
 
 
 

 
 
 
 

 
 
 
 측정항목 

1. 균열  
균열의 발생개소 및 형상(폭, 길이), 위치, 균열상태 
분포상황, 균열진행의 계측 
 

2. 구조물 형상변형, 구조부재 수직·수평 변위, 구조물 전체 
변위 경향 조사 및 진동현상 측정 

 
3. 도로, 턴넬의 크렉 측정, 철근노출, 백화 및 부식상태 

박리/박락 상태 측정 

            

 
(최대 해상도: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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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계측 및 데이터처리 방법 
1) 구조물의 외벽크렉 자동계측 

Telemetry CCD Camera를 계측대상 구조물의 외벽으로부터 10~200m의 거리에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2~40m간격으로 자동으로 스켄하면서 벽면의 크렉영상을 
포착한다.  

2) 또한 내벽의 경우에는 근접 카메라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카메라를 직접 들고 수동
으로 조작하거나 삼각대 위에 놓고 자동으로 벽면의 크렉영상을 포착한다, 

3) 포착된 영상은 화상처리용 컴퓨터에서 디지털화 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 화
면에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원 영상과 화상처리를 통하여 재구성된 형상을 모니터
상에 컬러로 표시하고 이를 위치좌표와 함께 크렉의 폭, 길이 등의 Vector량으로 
변환한다. 이때 피 측정물의 균열 여부의 판별이 모호할 경우에는 대상을 작업자가 
직접 판별하도록 한다. 

 
 

 

 
(a) Before Segmentation,     (b) Histogram Based Thresholding,  (c) Binary Image After 

Segmentation And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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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Analys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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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결과 출력물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균열의 발생개소 및 형상, 위치, 균열상태 분포상황 등

을 모니터로 표시한다. 또한 계측된 데이터를 도면형식으로 변환하며, 이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자동으로 산출하며 균열부위의 원 영상과 계측도면 및 견적서를 프린트로 
표시한다.  

 
 구조물 형상변형, 변위 측정  

아울러 이 장비를 사용하여 Target을 비롯하여 부가적인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탑재
하여 구조물의 형상변형, 변위, 진동현상을 계측하여 교량안전진단에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교량구조물의 진동현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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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변형 측정 

 

 

Motion of measuring points in a shear area of a shear test (Output of vectors 

with GNUPLOT) and original image (cracks are drawn). 

 

 

 

 

 

 

 

 



                                          

www.engineering.co.kr 

 턴넬의 균열계측 

일본의 경우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균열을 조사하기 위한 연속 화상기록장치를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다. 본래 이 시스템은 시추시료(試錐試料) 등과 같은 길이가 
긴 물체를 화상처리(畵像處理)하기 위하여 개발된 장치로 일정 폭의 연속화상을 
캐닝(scanning)에 의해 디지털 로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광디스크상에서 화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장 치는 터널의 외관조사를 위해 전용 
카메라와 조명장치를 제작하여 전체를 이동장치에 부착함으로써 터널 내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치에 기록된 균열 등의 화상자료는 성분 분석과 
발생원인추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럽의 경우는 이러한 가시광선 영역에서 얻는 화상이외에도 터널 내공(內空)형상 
및 적외선 열화상 정보도 기록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용하는 방법은 누수, 균열 및 공극 등 결함을 맵핑(mapping)하고, 터널 내에 
설치된 모든 설비에 대한 시설도를 만들 수 있으며 결함의 진행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장비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반사경을 
부착하여 터널을 주행하면서 나선형으로 터널 내벽을 스캐닝한다. 적외선 열화상을 
기록하는 방법은 터널내 공기와 암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열방출을 감지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연속화상기록장치나 스위스의 장비 모두 터널내 라이닝의 육안조사를 
대체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장대터널, 지하철터널과 같은 

연장이 긴 터널 또는 대단면의 도로 터널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균열, 누수 등의 
결함조사를 편리하 게 화상정보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료의 D/B화를 통해 영구적으로 진단, 
보수 이력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터널의 정밀안전진단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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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균열 및 장애물 계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