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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교량의 상태감시 테스트베드 구축을 한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황  활동 내용들을 

논하 다. 이 국제공동연구는 최첨단 센서와 구조건 도 모니터링 방법의 유용성  통합화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테스트베드 구축을 해 가속도계과 동  FBG 센서, 압  센서 등과 같은 스마트 센서를 

사용하 으며, 무선 데이터수집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교량 모니터링 기법으로는 압  센서  EM센서로

부터 취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부손상검색을 수행하 으며, 가속도계, 동  FBG센서  이미지 로세

싱을 이용하여 진동기반 역손상검색을 수행하 다. 테스트베드 교량으로는 PC박스 거더교, 강상자형교, 

강 형교, 사장교의 4가지 형식의 교량이 사용되었다. 테스트베드 교량에 최신 이동통신 인터넷 연결기술

을 이용하여 교량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취합된 데이터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교량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러한 원거리 이동통신시스템을 통하여 구조물의 건 성 

평가결과를 실시간으로 송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keywords : 구조물 건 도 모니터링, 테스트베드, 스마트 센서, 한-미 국제공동연구, 이동통신시스템

1. 서 론

재 한국과 미국에는 정  검사  보수가 요구되는 교량들이 많이 있으며, 재 장  교량들의 개발

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형 교량들의 개발과 더불어 경제 이며 효율 으로 교량의 이상상태

를 감시하기 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신개념의 계측 

기술과 해석 방법들의 개발로 인해 교량의 모니터링 방법들이 속하게 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으로 토목공학을 비롯한 재료, 기, 자, 기계공야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센서/재료의 개발  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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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센서 에서도 무선 센서, 섬유 센서, Elasto-Magnetic(EM) 

응력 센서  능동형 압  센서의 개발  응용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한-미 국제공동연구는 교량의 건 성 평가를 하여 근래에 각 을 받고 있는 스마트 센서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응답을 계측하고 국부  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용하여 교량의 이상 상태를 지속 으로 감시

할 목 으로 다양한 형식의 교량에 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교량 구조물의 취약부재에서 발생되

는 균열이나 손상을 감지하기 하여 능동형 압  센서(Kim et al. 2006), Piezoelectric Paint Sensor(Zhang, 

2006), 무선 임피던스 노드 등을 사용하여 국부손상검색 기법을 용하 다. 한, 사장교 이블의 응력을 

효율 으로 계측할 수 있는 EM 센서(Wang et al. 1998)를 개발하 으며, 사장교의 테스트베드에 용할 

정이다. 그리고 가속도계, 무선센서노드(Lynch et al. 2006), 이미지 로세싱 기법(Lee et al. 2006) 등을 이

용하여 교량의 상시진동 계측데이터로부터 구조물의 주 수, 모드, 변 , 온도변화 등의 상태를 감시하는 

역 모니터링 기법을 용하 다. 한, 상시진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모드 유연도 행렬로부터 구한 

처짐을 계산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검색하는 해석기법(Koo et al. 2008)이 용되었다.

2. 테스트베드 교량

최근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내륙고속도로상의 여주JC에서 감곡IC 사이의 총 연장 7.7km의 편도2차선도

로인 시험도로구간을 건설하 다. 이 시험도로구간은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기후환경, 도로건

설재료를 고려하여 한국도로 포장설계법을 개발하고, 그 용성을 검토하기 하여 건설되었다. 시험도로구

간에는 그림 1과 같이 총 3개의 교량이 있으며, 각각의 교량 형식은 PC I거더 교량과 PC 상자형교로 이루어

진 당교, 개구제 강상자형교인 연 교, 그리고 강 형교인 삼승교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스마

트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SISTeC)에서 강 형교인 삼승교와 콘크리트 상자형 교량인 당교에 하여 유

선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량의 건 성 평가를 한 스마트 내하력 산정 기법을 개발  검증 하 다(이

진학 등. 2004). 한,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계측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증하 다.

그림 1 한국도로공사 시험도로 개요

     

      (a) 당교 (총연장 273m) (b) 연 교 (총연장 180m)    (c) 삼승교 (총연장 40m)

그림 2 시험도로구간상의 테스트베드 교량

3. 추진 략

한국과 미국의 스마트 구조기술 련 연구자들을 심으로 2007년에 미국과학재단(NSF)과 한국과학재단

의 지원 하에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와 한국도로공사의 력으로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교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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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감시를 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으로 테스트베드 교량에 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화  스마트 구조 련 기술의 문 인력 양성을 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1. 1단계 - 테스트베드 교량의 센서 배치

본 국제공동연구의 l단계에서는 시험도로구간에 있는 테스트베드 교량에 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스마트 

센서들을 배치하 고, 그림 4와 같이 휴 폰 통신망 기반의 3.5세  이동통신기술인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ess)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자가 원격으로 계측장치  모니

터링 시스템에 쉽게 근하여 실시간으로 제어  시스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를 수행하 다.

먼 , 강 형교인 삼승교에 하여 그림 3( 앙의 그림)과 같이 피로 하 에 취약할 것으로 상되는 부재

에 하여 압  센서를 설치하여 균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향후, 강상자형교인 연

교에 해서도 압  센서  Piezoelectric Paint Sensor를 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속도계  가속도계 

무선센서노드를 각각 연 교의 박스 안과 교량 상부에 설치하여 개발한 무선 센서의 성능 평가를 수행 하

으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각각의 센서에 하여 장기간 데이터를 취득  분석하여 교량의 상태

를 지속 으로 감시하 다. 1단계에서는 개발된 센서들에 한 장 용성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 결과로

부터 각각의 센서들의 문제 을 보완하고 더욱 신뢰성 높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3.2. 2단계 - 국제 스마트 구조 력체를 한 공개 서비스 구축

재 많은 연구자들 의해 개발된 센서  모니터링 기법들을 장기간으로 용  실용성을 평가하기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본 국제공동연구의 2단계에서는 국

제 구조건 도 모니터링 력체를 통하여 많은 연구자들에게 각자의 센서를 테스트베드 교량에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하여 축척된 데이터  계측기술로부터 더욱 향상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테스트베드 교량에 많은 수의 센서들을 배치함으로써 방

한 양의 응답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제 력체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교량의 응답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규명  손상검색 기법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3.3. 3단계 -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구조기술 교육의 통합화

스마트 구조기술은 향후 건설 분야에서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스마트 련기

술 분야에서의 최고 수 의 고 인력을 양성하기 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마트 구조기술 여름 캠 ”를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를 심으로 미

국, 국, 일본의 스마트 구조기술 연구센터의 연구진과 동하여 2008-2013년까지 매년 스마트 구조기술에 

한 강의, 실내실험, 장견학  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첨단 스마트 구조기술 개발  국제공동 교육여건 

조성을 추진할 정이다. 제1회 여름 캠 는 의 한국과학기술원(http://ancrisst-apss2008.kaist.ac.kr/)에서 

2008년 7월 28일부터 약 3주간의 로그램에 한국, 미국, 일본, 국, 만, 국에서 약 50명의 학생들이 참

가하여 성공 으로 진행되었다. 제2회 여름 캠 (http://sstl.cee.uiuc.edu/apss/)는 다가오는 2009년 7월에 미

국의 일리노이즈 학(UIUC)에서 개최될 정이다. 한, 테스트베드 교량은 최첨단 센서기술의 실제 용례

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재의 여름 캠  로그램의 교육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기반

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테스트베드 교량의 계측데이터는 구조물의 시스템 규명  손상검색 기법의 교육 

- 108 -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이러한 노력들은 베스트베드 교량의 통

합화  표 화와 함께 스마트 구조기술의 향상과 련기술 교육과정의 훌륭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3 테스트베드 교량에서의 장 실험(2008년 7월)            그림 4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  구조건 도 모니터링 기술에 련한 스마트 구조기술의 발 을 한 연구  교육

에 한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활동에 하여 논하 다. 먼 , 국제공동연구의 석이 되는 테스트베드 교량

을 선정하 고,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스마트 센서의 성능을 검증하 으며, 교량의 거동

을 분석하기 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향후 테스트베드 교량은 실교량의 구조건 도 모니터

링에 한 표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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