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CASE

부산 광안대교 러시아 선박 충돌 사고현장을 가다
인텔® 팔콘™ 8+를 활용한
광안대교 긴급 안전점검 프로젝트

D.Project #07

2월 28일 16시 23분쯤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
교 10∼11번 교각 사이 하판을 들이받아 교량 일부가 파손됐다.
사고 조사 시 인력을 이용한 기존의 교량 점검은 추락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진단한 결과물은 드론을 이용해
획득한 데이터보다 정확도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때문에 무인기
를 활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전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텔의 산업용 드론인 Intel® Falcon™ 8+
를 활용하여 자동 비행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육안검사를 대체하
고 손상을 데이터화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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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목적

파손된 교량의 복구 지원 및 디지털화를 위한 외벽 실태 조사

드론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전검

촬영팀은 36메가픽셀 소니 A7R 카메라를 탑재

솔루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축척은 매우

한 인텔의 산업용 드론 팔콘 8+와 정교한 3차원

중요하다. 특히, 교각이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되

자동 비행 소프트웨어인 인텔 미션 컨트롤(Intel

는 사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촬영팀은 교량 안전

Mission Control, IMC)을 활용해 총 3번의 자동

점검 데이터 획득을 위해 사고 다음날인 29일 현장

비행을 실시해 사고지점과 주변부의 데이터를 획득

을 찾았다.

하였다. 드론 전방부에 장착된 180°회전이 가능한

이번 현장 조사는 Intel® Falcon™ 8+를 활용하

Intel® Falcon™ 8+를 이용해 교량점검용 굴절차

여 자동 비행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육안검사보다

보다 훨씬 안전하게 교량하부의 데이터 또한 수집

안전하게 파손부위를 조사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었

할 수 있었다.

다. 또한 동일한 비행플랜으로 주기적· 반복적 비
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향후 정확한 데이터로 사
고지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2차 목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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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복원 작업을 위한
인텔 드론 기술 한 눈에 보기

• Reference: 부산 광안대교
• 제원
>출처_연합뉴스

: 인텔® 팔콘™ 8+
: Intel® Mission Control
: 후처리소프트웨어
• 총 3회 자동 비행 계획 수립
• 880개의 이미지 생성
• 실비행시간: 40분

Project 수행 과정

Project 결과

인텔 팔콘 8+를 활용한 광안대교 안전점검

3D 모델 구축으로 부산 광안대교 복구지원

사고 지점인 10~11번 교각의 위치를 고려하여, 안

촬영팀은 Intel® Falcon™ 8+ system을 활용해

전한 비행을 위해 요트를 타고 나가 충돌부분과 최

40분에 걸쳐 촬영한 880장의 이미지로 광안대교

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러시아 선박 충돌 지점을 3D모델로 제작하고 피

서 상황에 따른 비행플랜 수정과 수동비행이 필요

해지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

한 점 그리고 바다 위에서 비행이 진행되었기 때문

로, 교량점검용 굴절차와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했

에 안전상의 이유로 2명의 조종자 외에 2명이 추가

던 기존의 교량 안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인텔 팔

로 촬영에 투입되었다. 특히 교량 옆면 안쪽에 생긴

콘 8+ 시스템을 이용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파손부위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 파사드(Facade)

할 수 있었다.

플랜 1개와 그 외의 필요데이터를 위해 COI 플랜

또한, 향후에도 저장된 동일한 비행 플랜으로 주기

2개를 진행해, 총 3개의 자동비행 계획을 이용하였

적·반복적 비행을 통해 손쉽게 광안대교에 대한 지

다. 또한, 근접 촬영을 위한 수동비행을 추가로 진

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소득이

행하였다. 총 비행시간은 40분이었다. 그리고 이렇

었다.

게 취득한 880장의 이미지를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침내 3D 모델링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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