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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re is a demand for a fast and efficient method for measuring displacement during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new 

buildings. As the number of safety accidents caused by structural collapse increases, the integrated management plan of the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a platform and data is shared with stakeholders, so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in advance 

according to the displacement of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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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건설시공 측면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주로 이미지를 활용하여 물체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알고리즘화 한 것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1,2]. 이미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2012년, 이

미지 분석(Instance Segmentation) 방식이 개발되었고 이미지 안의 물체를 픽셀 단위까지 구분하게 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조해석을 통

해 추출된 변위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 구축하는데, Image-to-Image 변위형상 학습 및 5D 위치특

징 결합 변위값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학습법을 고안하고, 이를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을 그림 2와 같이 비선형 구조해석으로 추출된 

변위값 좌표로 Input 및 Response(Target) 변위형상 이미지 set을 작성하여 Image-to-Image 변위형상 학습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다[3]. 

 

그림 1. 구조물 변위측정시스템 연구 로드맵 및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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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분석
세계 각국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

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건설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어 건축물, 인프라 등의 건설, 운영 및 유지, 설계의 방식

을 변경할 것이고, 본격적인 디지털화로 인해 10년 이내에 연간 1조~ 1조 7천만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산 관련 기술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

능적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고 IoT, BIM, 레이저스캐닝,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2. 본 론

2.1 비선형 해석을 통한 변형단계별 프로세스

그림 2. Image-to-Image 변위형상 합성신경망 구조 프로세스

2.2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높은 차원의 채널을 갖는 Up-sampling이며 옅은 레이어의 특징맵을 결합한다. Contracting Path의 최종 특징 맵으로부터 높은 해상

도를 가진 Segmentation 결과를 얻기 위해 몇 차례의 Up-sampling을 진행한다. Expanding Path는 Contracting Path와 반대의 연산으로 

특징맵을 확장한다.

3.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U-Net Layer를 활용하여 Image-to-Image 변위형상 학습방법과 5D 위치특징 결합 변위값 학습 등 2가지 방법을 고

안한 것으로 변위 추정용 인공지능 Layer 설계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을 하이퍼 파라메터를 조정하여 최적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 후 

Test 데이터 Set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에 대한 최종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은 5D 위치특징 결합 변위값 학습데이터를 매칭 매트릭

스 차원을 통해 학습 하이퍼 파라메터를 조정하여 오차 및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인공지능 학습을 실시하여 Test Set으로 검증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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