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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urrent facility condition monitoring has disadvantages such as a slow inspection cycle, a risk of human casualties, and the need for 

a lot of time and money as the size of the structure is larger, because human access is required with limited use. Drones can reduce the risk of human 

casualties due to their good accessibility, and can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method by enabling monitoring on a wide scal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current domestic monitoring process through benchmarking according to the recent research case of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to suggest a process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and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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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설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모니

터링이 필요하다[1]. 그러나, 현재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한 상태로 사람이 직접 접근을 하여 모니터

링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2]. 이는 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작업자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4]. 드론은 접근

성이 좋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현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5]. 이에, 본 연구

는 미국 연방교통부(DOT)의 무인항공시스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향후 프로

세스의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벤치마킹 분석을 통한 시설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벤치마킹 분석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찾아 성과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고 혁신

을 추구하는 기법이다[6].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미국 연방교통부에서 발표한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벤치마킹

하여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자 한다[7]. 그림 1은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시설물 상태 모니터

링 프로세스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벤치마킹 분석 방법론이다. 

그림 1. 벤치마킹 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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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무인항공시스템 기반의 단순 모니터링 프로세스이기에, 시설물이 포함되는 단계가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시설물 인자를 포함해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시설물 모니

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그림 2는 수립된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 프로세스이다. 

그림 2.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수립된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세 단계로 분류된다. 1) 무인항공시스템 준비단계는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 수집, 무인항

공시스템 기체 및 페이로드 선택과 모니터링을 위한 계획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2) 시설물 모니터링 단계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무인

항공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3) 데이터 분석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상태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3. 결 론

본 연구는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연방교통부(DOT)의 무인항공시스템 모니터링 프로

세스를 벤치마킹하여 무인항공시스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수립된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1) 무인항공시스

템 준비단계, 2) 시설물 모니터링 단계, 3) 데이터 분석 단계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

터링에 투입하여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한 실정이다. 추후 실제 모니터링에 활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한 후, 후속 연구를 통해 향후 프로

세스 개선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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