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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Realtime monitoring and countermeasure system are very critical factors in safe train services

especially when the flood and/or erosion can cause unexpected damages to the railroad structures. For

this purpose Korean Society for Railway has been performing series of project during last two years;

'Development of flood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railroad bridge' and 'Development of

erosion monitoring system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transmission / connection system'. without

any verification and reliability, these developments have no meanings and cause more unexpected

critical damages. This paper introduces some operation examples related to 'the flood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built in GaPyeong bridge and YangJi bridge. In addition, standard monitoring

system for flood and/or erosion as well as effective transmission method of measured data are

suggested.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철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홍수나 세굴과 같이 열차 운행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열차의 안전운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에는 총 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년도의 홍수위에 대한 철도교량 감시관리 시3 , 1 ‘

스템 개발 과 차년도의 철도교량 세굴검지시스템 개발 및 정보전송연동방안 수립을 통해 철도교량’ 2 ‘ ’ ‘․
홍수위 감시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홍수위 감시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하’ . ,

더라도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하여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홍수위 감시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도 정선선의.

가평천교와 영동선의 석포역과 동점역 사이의 양지천교에 시험설치한 철도교량 홍수위 감시관리 시스템‘ ’

에 대한 운영상황을 소개하고 홍수위 및 세굴검지 시스템의 표준모델과 계측정보의 효과적인 전송방안

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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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량 감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례철도교량 감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례철도교량 감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례철도교량 감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례2.2.2.2.

철도 교량감시 시스템의 시험을 위하여 강원도 정선선의 가평천교와 경상북도 영동선의 양지천교에 설

치운용하였으며 시스템 세부 사양은 표 과 같다1 .․

표 가평천교와 양지천교의 철도 교량감시 시스템 시험운용 사양1

내용 가평천교 양지천교

전경

수위 및

세굴센서

압력식 수위센서 초음파식 세굴센서 압력식 수위계와 초음파 세굴센서

유속계와

경사계

유속계 경사계 경사계

레이져

수위계측

시스템

NA

육안

감시시스템

목자판CCTV 목자판CCTV

데이터

송수신장비



수위측정은 가능범위 의 압력식 센서를 적용하였고 세굴은 세굴심 측정범위 인 초음0~10m 50cm~200cm

파 센서를 적용하였다 각 계측값은 의 전류 값으로 데이터로거에 전달된다 유속계의 측정 가. 4~20mA .

능범위는 이며 의 전압값이 데이터 로거에 전송된다 경사계는 브릿지 타입의 센서로0-200cm/s 0-2V .

1×10
-6
단위의 전압값이 로거에 전달되고 전달된 전압은 에서 의 기울기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V -5° +5°

으로 교각의 상단부에 두 개를 설치하여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방향 경사각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 4

다 한편 가평천교에 설치한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이용한 수위계측 시스템은 통신방식을 이용하. RS232C

고 있으며 흐르는 물에서도 부표가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수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수위관측 장비인CCTV

수위표 목자판 을 원격 콘트롤를 통해 계측할 수 있도록 하여 센서의 오작동이나 송수신의 문제에 대처( )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은 교량 전체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줌 기능으로부. CCTV

터 목자판의 눈금을 검침할 수 있다.

그림 센서별 실시간 계측 그래프 예시 좌상부로부터 교각상단측면 흐름방향 경사계 교각상단후면1 ( ,

상판방향 경사계 초음파 세굴센서 압력식 수위계 레이져 수위계, , , )



현장제어 프로그램 을 이용한 실시간 계측현장제어 프로그램 을 이용한 실시간 계측현장제어 프로그램 을 이용한 실시간 계측현장제어 프로그램 을 이용한 실시간 계측2.1 (ELSYS V2.0)2.1 (ELSYS V2.0)2.1 (ELSYS V2.0)2.1 (ELSYS V2.0)

프로그램 는 실시간 수위계측을 통한 열차주행의 안정성 확보 홍수 및 교량유실로 인한ELSYS(v.2.0) ,

재해의 사전예방 및 최소화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정성 확보의 기초자료 확보 조기경, ,

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해의 신속한 대처방안 수립 등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실시간 웹 기반 통합 프

로그램이다 인터넷을 통한 웹 서비스 항목으로는 경고이력 확인 계측관리 관련 설정 기능 센서별 계. , ,

측 그래프 확인 센서별 계측데이터 확인 현장사진 열람 현장배치와 동일한 화면 확인 화면에 현재, , , ,

수위를 표시함으로써 센서별 위치확인 게시판 기능을 통한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등이 있다 는, . ELSYS

타임스케쥴에 의해 실시간 자동화 계측이 이루어지며 계측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캘리브레이션하여 현장

제어용 컴퓨터의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된다 파일에는 센서에 대한 계측 데이MDB . MDB

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계측시의 로거 연결상황 로거의 상태 등 각종 이벤트 기록도 포함된다 그림, . 1

에는 각 센서에 의한 계측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흐름방향 경사계와 초음파 세굴센서의 계측결과는 전 기간에 걸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상판방향 경사계

는 월 이후 약 의 변화가 있었으나 교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9 0.3° .

한편 압력식 수위계는 실제 수위에 따라 양호한 계측을 보였으나 레이져 수위계의 경우 압력시 수위계

와는 다르게 월 이후 약 정도의 수위 상승이 있는 기간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계측 목표물인 부표9 1.2m

가 여름철 이후 유송잡물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계측데이터의 분석과 조기경보 시스템계측데이터의 분석과 조기경보 시스템계측데이터의 분석과 조기경보 시스템계측데이터의 분석과 조기경보 시스템2.22.22.22.2

계측데이터의 분석은 직관적인 계측데이터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중앙제어프로그램에서 분석한

분석데이터로 구분된다 직관적 계측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설정된 위험수치 경고수치 등의 수치와. ,

비교하여 현재 상태를 조기경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중앙제어프로그램에서는 계측시.

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추이를 판단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의 운영에 반영한다 중앙제.

어프로그램에서는 단계의 경고사항을 두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설정할1-5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조기경보시스템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 ,

제로 본 연구에서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수위 및 수위상승 속도에 따른 열차운전규제방안이 마련

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시나리오를 나. 2

타낸 것으로 수위의 정도를 위험수위 이하 위험수위 경고수위 붕괴 및 피신수위로 나누고 수위상승, , , ,

속도와 현재수위를 비교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SMS .

철도교량 홍수위감시 및 세굴정보 전송방안철도교량 홍수위감시 및 세굴정보 전송방안철도교량 홍수위감시 및 세굴정보 전송방안철도교량 홍수위감시 및 세굴정보 전송방안3.3.3.3.

현장에 설치된 다양한 검지 센서들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중앙관리처 사용자 관리자 및 열차 운전자, ,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송수신 장비의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통합된 형식의 현장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현장 네트워크로 구축한 은 빠른 전송속도를 유지하고 편리. LAN

한 통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거리 통신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기간 거리 이상200m

의 경우에는 속도저하 및 통신상태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센서에서 허브 도는 현장컴, ,

퓨터의 허브에서 허브까지의 거리가 원거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선랜 시스템을 이(Wireless LAN)

용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로 다른 지점간의 무선랜 네트워크 구축에 이용한 브릿지는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비교적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수 의 반경에 걸쳐 이용될 수 있어 국km

내의 경우 전용선 회선비용 절감을 위해 인접한 방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에는 브릿PC . 3

지를 이용한 무선랜 구축 시스템과 비향성 안테나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응급상황에.



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통신 시스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송

수신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을 외부와의 송수신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예 좌로부터 단계 수위상승속도 초과 단계 주위수위 초과2 ( 1 : , 2 : ,

단계 경계수위 초과 단계 수위상승속도 초과 단계 교량피신수위3 : , 4 : , 5 : )



그림 브릿지를 이용한 무선랜 구축3

홍수위 및 세굴감지 시스템 표준모델 제시홍수위 및 세굴감지 시스템 표준모델 제시홍수위 및 세굴감지 시스템 표준모델 제시홍수위 및 세굴감지 시스템 표준모델 제시4.4.4.4.

이상의 홍수위 및 세굴감지 시스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선선의 가평천교와 영동선의 양지

천교에 시범설치 및 운영을 수행한 결과 철도교량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다음과 같은 표준 모델을 제,

시할 수 있었다.

표 표준모델에 관한 제안2

항목 표준모델에 관한 제안

센

서

및

데

이

터

로

거

수위

계측

부력식이나 부력식과 편위식은 유속이 빠른 경우 잘못된 값이 나타날 수가 있고 초음파,∙

식과 방사선식은 정밀측정에 사용되며 가격이 고가이므로 부적절.

압력식은 초음파식이나 방사선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계측값이 상당히 안정,∙

적이기 때문에 홍수위 및 세굴감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

세굴심

계측

실시간 세굴감시 시스템을 위해서는 완전자동계측과 장기간 연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필요 악조건에서의 측정 및 통신장비를 이용한 서버로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 필요하-

므로 초음파 센서가 적절.

초음파 센서는 수중에서도 동작 가능.∙

교각에 고정시킨 후 전류 또는 전압으로 세굴심을 출력하기 때문에 데이터로거와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통하여 서버까지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교량

상태

확인

수위나 세굴심의 계측은 그 계측값을 통하여 교량의 위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교∙

량의 전도 등에 따른 교각의 기울기를 알 수 없으므로 경사계를 이용한 장기간의 변화에

대한 측정과 대응 필요.

시스템의 설치시 카메라의 원격 조정을 통해 현장과 주변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CCTV∙

니터링을 변행할 수 있어 유용.

데이터

로거

우리나라와 같이 온도차와 습도차가 심한 기온조건에서의 데이터 로거는 온도의 고저와∙

습도에 강한 내성을 가져야만 장비의 손망실을 방지하여 원활한 계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로거로는 사의 시리즈와 사의 등이 해당Datataker DT , CampbellSCI CR10X .

전

원

공

급

기본적으로 전원공급은 공용전력을 사용하는것이 편리성면에서나 비용면에서나 가장 나∙

은 방법이나 공용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태양전지 시스템의 적용가능, .

태양에너지는 고갈 위험성이 없고 다른 발생인자에 비해 환경 오염성이 없으며 제품의∙

보편화가 전제될 경우 경제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하여 우수하므로 철도교량 홍수위 감시관

리 시스템에 최적 다만 고가의 초기투자비용과 주기적 관리의 단점. , .

데

이

터

송

수

신

장

비

인터넷이 보급되어있는 역사 주변의 현장이나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현장이라면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것이 편리측면이나 비용면에서도 가

장 적절 인터넷이 보급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보급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하.

여 무선랜 시스템을 구축 가능 무선랜 시스템은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약 까지 통. 10km

신이 가능하며 별도의 이용료가 없다는 장점 인터넷 보급지역까지의 거리 또는 지형이, .

무선랜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뎀을 이용한 통신 가능, CDMA .

우리나라는 기반통신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모뎀의 경우는 휴대전화가 가능, CDMA∙

한 지역이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나 비용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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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철도교량 홍수위 감시관리 시스템 신뢰성 검증 을 위하여 기 설치한 정선선 가평천교에“ ”

서 시스템을 운영하며 추가로 영동선 양지천교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철도교량 홍수위 감

시 및 세굴검지 프로토 타입 시스템의 신뢰성을 입증하였으며 철도교량 홍수위감시 및 세굴 계측정보,

전송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목표로 설정한 철도교량 홍수위 감시관리 시스템 신뢰성 검증을 수행한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음파 세굴센서를 이용한 세굴심계측 경사계를 이용한 교각경사계측은 계측속도나 정확도 면에(1) ,

서 성공적인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철도 교량감시 시스템은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의 실시간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2) ,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인터넷망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현장 가까운 거리에서부터는 무선랜 브릿지를 사용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의 거리를 연,

장하여 사용하였다.

철도 교량감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3)

제공함으로써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다, .

이상과 같이 철도교량에 선정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운행중인 열차에 조기 경보를 발생시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도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발생을. ,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비롯 기타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

의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재해방지 및 조기 복구 지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종합 방재 시스템이 구축되면 철도시설물.

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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