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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 등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SOC)를 디지털화하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국외에서도 열화상카메라 등 융복합센서를 드론에 탑재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교면포장 공사에서 포장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여 포장 작업 구간에 대한 온도 측정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방식인 레이저 온도계를 활용

한다면 포장 온도를 부분적으로만 측정이 가능하지만, 제안된 방식을 활용하면 포장 작업 구간 전체에 대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뿐 아니라 온도 분포 확인을 통한 균일성 검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방식을 현장에 

적용한다면 도로 개방 시기(포장 표면온도≦40℃)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을 낮춰줌에 따라 고속도로 포장 품질관리 

제고 및 신속한 교통 개방 시기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드론, 영상분석, 교면포장, 품질관리, 온도관리

Abstract  In Korea, drones, which are at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used to 

promote Korean New Deal policies to digitalize the SOC. Overseas, the use of convergence sensors, 

such as thermal imaging cameras, on drones is increasing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n this 

research, to improve pavement quality in highway bridge pavement construction, a thermal imaging 

camera was mounted on a drone to measure and verify the temperature of the pavement work 

section. Using a laser thermometer allows the partial measurement of pavement tempera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allows not only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of the 

whole pavement work section but also uniformity verification by checking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proposed method has the potential to control highway pavement quality and enable quick 

decision-making on traffic opening times 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misjudging road opening 

times(pavement surface temperature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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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개요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DX)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 및 5G,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SOC) 도로 등을 디지털화

하는 한국판뉴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 있어 드론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8]. 또한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고해상도 카메라 및 열화상카메라, 라이다(LiDAR) 등을 

탑재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관리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이 발의되어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9-14].  

1.2 고속도로 교면포장 품질관리 방안 

Table 1. Bridge pavement quality control method

Conventional method A new method using drones

Temperature measurement 

with a probe/laser 

thermometer

Temperature measurement 

using a thermal imaging 

camera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포장 등 개량을 통한 도로성능

향상을 위하여 고속도로 노후구간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교면 재포

장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설 후 표면온도가 

40℃이하에서 교통 개방을 해야 한다. 현재 교면 재포장

공사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Table 1과 같이 

비접촉식 온도계 혹은 레이저 온도계를 활용하여 표면

을 부분적으로만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

은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하여 작업 구간 전체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에 비하여 장

비의 가격은 고가이지만 실시간으로 전체 구간에 대한 

온도 모니터링과 온도 분포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도로 개방 시기에 대한 오판을 낮춰줌으로서 교면포장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현장관리 업무에 드론 확대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1순환선 부천고가교

교면 재포장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하여 포장 온도관리 시험 적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 시험 적용 대상지인 수도권 1순환

선 부천고가교 교면 포장 작업 현황과 드론 영상 촬영 

산출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드론 시험 적용 준비 과정

과 품질관리 결과 분석, 결론을 기술하였다.

2. 본론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작업 현황

먼저, 본 실험의 대상지인 수도권 제1순환선 부천

고가교의 경우 바닥판과 교면포장의 접착력 저하 문제로

인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부천고가교 재포장 공사의 작업 구간 

및 일정, 공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2.1.1 공사 작업 구간 및 일정

Fig. 1. Construction section

수도권 제1순환선 부천고가교의 연장은 7,754m(130

경간), 폭원은 38.4m(왕복 8차로), 상부형식은 STB

(1998년 준공)이다. 부천고가교의 재포장 공사 기간은 

‘21년 6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150일)이며, 공사

물량은 30,650m2(판교 17,906m2, 일산 12,744m2)이다.

Table 2. Construction schedule(Bucheon Overpass 

Bridge)

Division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15

th

30

th

15

th

30

th

15

th

30

th

15

th

30

th

15

th

30

th

Pangyo

ILsan

Table 2는 공사추진 일정을 나타내며, 포장공사 실 

공사일수는 판교 방향 25일(=4,974m/차로÷일시공량 

200m/차로), 일산 방향 18일(=3,540m/차로÷일시

공량 200m/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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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법 현황

Table 3은 부천고가교의 교면포장 공법은 나타내며,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8cm 절삭 후, 방수(구스, 불투

수 AP계열) 3cm 및 아스콘(개질 SMA 82-22) 5cm 덧

씌우기 방식을 활용하였다. 

Table 3. Pavement method of Bucheon 

Overpass Bridge

Division Schematic diagram

Pangyo

(17,906m2)

ILsan

(12,744m2)

2.2 드론 영상 촬영 산출물

교면포장 온도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드론 영상

촬영 산출물은 열화상 사진, 정사영상으로 구분하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2.2.1 열화상 사진

Fig. 2. Individual photos and thermal images 

열화상 사진은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에 의하여

촬영된 낱장사진을 말하며, 도로 노면의 포장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2.2.2 정사영상

Fig. 3. Orthophoto

정사영상(orthophoto)은 드론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에서 경사 등으로 인해 생긴 기하학적인 왜곡을

보정하여, 물체를 수직으로 볼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을 말한다.

2.3 드론 영상 촬영 사전 준비

본 실험의 목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시공 

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을 사용하여 교면포장 품질

관리 제고 및 고속도로 개방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중부도로개량건설사업단 품질관리팀과 협업하여 사전에 

드론 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드론 영상의 촬영 

계획은 Table 4와 같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H20T를 

M300-RTK에 탑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렌즈의 

초점거리는 13.5mm, FOV는 40.6°, 조리개는 f/1.0, 

해상도는 650×512, 온도오차는 2℃이다.  

Table 4. Drone video flight plan

Permissions Night Flight

Drone Model Matrice 300 RTK(M300)

Flight

plan

Date 10.15
Flight

Area

Bucheon 

Overpass Bridge

Purpose 

of flight

Thermal 

imaging 

of road 

pavement

Flight 

time
-

Maximum 

Distance
300m

Maximum 

Altitude
80m

Operator-observer 

communication means
Radios, Smart phone

Whether to install automatic 

safety device or not

That feature is included in the 

drone

Whether to install 

anti-collision or not

That feature is included in the 

drone

Whether to install GPS 

transmitter or not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separate transmitter

2.4 드론 활용 품질관리 시험 적용

드론 활용 품질관리 시험 적용 대상지는 Table 5, 

Fig. 4와 같이 부천고가교 재포장 공사 구간인 판교방향 

STA. 88.09k-88.27k(약 160m)이며,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을 활용하여 포장온도 관리 시험 적용을 실시

하였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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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rone test section view

View

Bucheon Overpass Bridge

Fig. 4. Experiments Location

      (Pangyo, STA. 88.09-88.27k)

부천고가교의 경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교통량이  

많아 11월 15일(월)일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일일 공정표는 Table 6과 같으며, 교통 

차단 간판 설치(22시)부터 교통개방(05시)까지 7시간 

동안 공사 작업이 수행되었다. 

Table 6. Daily schedule(Bucheon Overpass Bridge)

Division 10pm 11pm 12pm 01am 02am 03am 04am

signage 

installation

road cutting

cleaning

GUSS

installation

Curing of 

GUSS

SMA

installation

Curing of 

SMA

Traffic open

부천고가교의 경우 공사 후 높은 교통량 대응을 위해

서 도로 개방 시기(포장 표면온도≦40℃)에 맞는 빠른 

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면포장 전체면적에 대한 실

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면포장 품질

관리 제고를 위하여 Fig. 5와 같이 드론 열화상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온도분포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drone video 

recording

orthographic 

image 

conversion

Gener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data 

Fig. 5. drone video recording and product 

production procedure

2.5 드론 활용 품질관리 결과 분석 

2.5.1 드론 열화상 영상 기반 온도분포 자료

Fig. 6. Real-time pavement temperature monitoring 

using drone

열화상카메라를 드론에 탑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실증 

현장의 풍속은 북서풍 약 1m/s이고, 기온은 약 5℃ 이

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시, 차량에서 도로 노면

으로 옮겨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온도는 160℃가

유지되어야 한다. Fig. 7과 같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차량의 하차 과정에서 포설 온도가 168.5℃로

적정 온도임을 확인하였다.

Fig. 7. Temperature check before installing asphalt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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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과 9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후 온도 확인

을 위한 실시간 열화상 영상을 나타낸다. 아스팔트 콘크

리트 교면포장 전체 면적에 대한 포설 온도를 색상을

통해 한 눈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온도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클릭을 통해 온도 정보를 알 수 있다. 

Fig. 8의 경우 포설 후 01시 51분의 온도가 약 70.7℃, 

Fig. 9의 경우 59.3℃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8. Temperature check after installing asphalt 

concrete(1)

Fig. 9. Temperature check after installing asphalt 

concrete(2)

2.5.2 비접촉식 온도계를 통한 온도 측정

Fig. 10. Measurement location of non-contact 

thermometer

먼저, 본 실험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에 

대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정밀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방식인 비접촉식 온도계(레이저 온도계)와의 

온도 비교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은 구스부터 

아스콘 작업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4회(12시 40분,

1시 45분, 2시 45분, 3시 45분) 실시하였다.  

Fig. 10은 비접촉식 온도계의 측정 위치, Table 7은 

비접촉식 온도계에 대한 시간별 온도분석 결과를 나타

낸다. 구스 작업은 녹색 지점(가운데)에서 온도를 측정

하였고, 아스콘 작업은 파란색과 녹색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구스 작업이 진행된 후 12시 40분에 

측정한 STA. 88.11의 위치는 B지점과 같고, STA. 

88.13의 위치는 E지점, STA. 88.15의 위치는 H지점과 

같다. Table 2.9를 보면, B지점의 온도는 50℃, E지점

의 온도는 49℃, H의 온도는 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은 아스콘 작업이 진행된 후 01시 45분에 측정

한 STA. 88.11의 위치는 A지점, B지점, C지점과 같고, 

STA. 88.13의 위치는 D지점, E지점, F지점, STA. 

88.15의 위치는 G지점, H지점, I지점과 같다. 이 때,

A지점의 온도는 65℃, B지점의 온도는 62℃, C지점의 

온도는 78℃, D지점의 온도는 72℃, E지점의 온도는 

73℃, F지점의 온도는 85℃, G지점의 온도는 75℃,

H지점의 온도는 75℃, I지점의 온도는 86℃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스 및 아스콘 작업의 진행방향이 판교방향이

었으며,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 Temperature analysis based on non-contact

thermometer

STA.
88.09k

-88.15k

88.15k

-88.21k

88.21k

-88.27k

P-P

(m)

51-50 50-49 49-48

20 40 60 20 40 60 20 40 60

Time 12:40 (GUSS)

tempera

ture
50 49 50 70 80 103 125 185 210

Time 01:45 (SMA)

tempera

ture

65 72 75 79 95 97 87 102 99

62 73 75 79 95 96 90 106 104

78 85 86 87 100 108 107 118 124

Time 02:45 (SMA)

tempera

ture

45 40 41 48 49 55 54 62 61

44 44 44 48 49 55 53 59 64

55 49 51 54 56 61 64 65 74

Time 03:45 (SMA)

tempera

ture

36 31 32 36 39 40 37 40 41

39 35 34 37 40 41 38 40 41

42 37 38 40 44 47 44 4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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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드론 열화상 영상 기반 온도분포 자료

Fig. 11. Temperature analysis result

        (STA. 88.21k-88.27k)

본 실험에서는 열화상 사진을 기반으로 영상처리SW를

활용하여 정사영상 제작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약 24

번의 프로세싱에도 불구하고 정합되지 않았다. 정합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사진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고, Fig. 11과 같이 같은 색을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보니 사진의 기준점(reference point)이 부족하여 

한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온도 범위를 조절하면

색상이 다채롭게 변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생성될 수

있으나 본 연구 데이터로는 사진 정합 부분에 있어 한계

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열화상 정사영상 자료가 아닌 열

화상 사진을 기반으로 온도 분포 자료 생성을 진행하였다. 

온도 분포 자료는 열화상 사진 내에 평균온도를 도출 한 

후, ±2℃ 범주의 해당 온도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노면온도를 확인하는 등온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열

화상 사진에 대한 분석은 00시 45분을 기준으로 1시간 

간격으로 3시 45분까지 총 4회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비접촉식 온도계와 열화상 사진의 

온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비교적 유사한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12를 통해 STA. 88.21k-88.27k

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지점의 경우 40℃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03시 46분의 STA. 

88.09k-88.27k 구간에서 표면온도가 도로 교통개방 시

기인 40℃ 이하가 된 것을 등온 분석 결과를 통해 한눈

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화상 사진들을 살펴보

면 선형의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러한 패턴은 Fig. 13과 같이 부착 방지재에 의한 노면 

냉각으로 뜨거운 노면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이 손실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8. Temperature analysis result using drone 

equipped with thermal imaging camera

STA.
88.09k

-88.15k

88.15k

-88.21k

88.21k

-88.27k

P-P 51-50 50-49 49-48

Time

00:44 (GUSS)

temperature

(average)
50℃ 80℃ 161℃

Time

01:45 (SMA)

temperature

(average)
85℃ 93℃ 120℃

Time

02:46 (SMA)

temperature

(average)
44℃ 55℃ 60℃

Time

03:46 (SMA)

temperature

(average)
35℃ 39℃ 40℃

Fig. 12. Temperature analysis result
         (STA. 88.21k-88.27k)

Fig. 13. Road surface condition
  (Bucheon Overpass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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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mperature measurement and analysis 

result (Bucheon Overpass Bridge)

Fig. 14는 아스콘 포설 후 도로 표면온도 측정 결과

를 나타내는데, 온도가 39℃부터 46.2℃까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란색 박스의 지점의 경우 

표면온도가 46.2℃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포장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서 이 시기에는 도로 개방을 해서는 안 된

다. 하지만 비접촉식 온도계의 경우 전체면적에 대한 온

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교통개방 시기

에 대해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을 이용한 포장온도 관리의 경우, 도로 전체면

적에 대한 온도를 쉽게 알 수 있어 업무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도로 교통개방의 의사결정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현장관리 업무에 드론 확대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센서 기반 적용분야 발굴 

및 검증을 목표로 수도권 1순환선 부천고가교 교면

재포장공사 현장에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을 활용한 

포장 온도관리 실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면 재포장 공사 시, 탐침 온도계나 레이저 온도계를 

활용하면 포장 작업 구간의 온도를 부분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하여 활용한다

면 포장 작업 구간 전체에 대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뿐

만 아니라 온도 분포 확인을 통한 균일성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로 개방 시기(포장 표면

온도≦40℃)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을 낮춰줌에 따라 고

속도로 포장 품질관리 제거 및 신속한 교통 개방 시기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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