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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new measuring method for the water level and the scour. The method 

measures temperature between water and ground by temperature sensors. It analyzes the change 

of temperature. It estimates the water level and the ground level, and calculates the scour. If the 

temperature sensors installed until the top of the pier, it can measure the water level.

요 약

   섬유센서 등과 같은 정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기온, 수온  수  지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각각

의 온도 변화에 응하여 교량 세굴  수 를 악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소개한다. 

온도계측을 통한 교량 세굴  수  측정 방법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수  지표면을 기

으로 일정깊이와 높이로 설치하여 각각의 치에 따른 온도 변화량을 분석하여 세굴량을 추정하는 시

스템이며, 센서를 교각 상부까지 연장할 경우 수심 측정까지도 가능한 방법이다.

1. 서론

   교량 세굴(Bridge Scour)이란 유체의 흐름에 의해 교량의 교각  교  주변의 하상재료가 유실되

는 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낮아진 하상고와 자연 하상고와의 차이를 세굴심이라고 한다. 홍수로 인

한 교량 붕괴의 원인  교량붕괴를 발하는 가장 크고 직 인 원인  상은 교량주 의 하상세

굴로 인한 기 의 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이후 괴된 1000개 이상의 교량에 해 

괴원인을 분석한 결과 60%가 세굴에 의한 괴인 반면, 지진에 의한 괴는 2%에 불과하 다.
1)

 따라

서 교량의 안 을 한 교량세굴 감시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교량 기  주변의 세굴 상태 조사 방

법에는 작업원이 직  교량 하부나 물속에 들어가 수심측정 막 기(sounding pole)로 수심을 직  재

는 방법,  보트를 타고 세굴심도를 조사하는 등의 기 인 방법과 휴 용 세굴 측정장치, 부유 를 

이용한 세굴 측정장치, 고정막 를 이용한 세굴 조사장치, 로 팔을 이용한 세굴 조사장치  원격조

정 보트 시스템 등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간 으로 세굴심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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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교량 세굴  수  측정방법

   새로운 교량 세굴  수  측정방법은 교각에 수직으로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온도 센서의 온도를 측정하여 수면 치와 수  지면의 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교각 표면에 설치

되는 계측장치를 통해 기 온도  수 과 지 의 온도를 일정 간격으로 측정하여 기온도와 수온, 

수온과 수  지온의 차이를 분석하여 수면  수  지면의 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인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기의 일변화량과 수 의 일변화량 그리고 지 의 일변화량이 상호 다른

을 이용하여 수  지면 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개발된 교량세굴 측정방법의 개념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온도계측을 통한 교량 세굴  수  측정방법의 개념도

3. 결론

   개발된 교량세굴 측정방법을 교량 상시계측시스템에 용함으로써 지속 인 세굴  수  계측이 

가능하며, 특히 홍수나 태풍에 따른 재해발생시 수 와 세굴 등에 의한 험징후를 신속하게 악할 

수 있어 교량 안 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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