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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methodology a system which is able to monitoring and analysis of long 

span bridge in real time using multi GPS. Through setting up many GPS at the important points 

of long span bridge and measuring displacement in real time, over all 3D configuration of bridge 

could be analyzed. Behavior analyzing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ble to digitize and 

visualize the overall and points displacement of bridge and deal with events actively. Also it is 

able to calculat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analyze behavior through the constricting database of 

measu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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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의 목 은 멀티 GPS 센서를 이용하여 장 교량의 변 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

기 한 기술에 하여 연구하는데 있다. 장 교량의 변  계측에서는 기존의 계측시스템은 

변형율계, 경사계, 이 처짐계, 섬유센서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은 교량의 순간

인 미세변 를 정 하게 측할 수 있었지만 교량의 체 인 거동을 악하기 해서는 

복잡한 분석과정을 거쳐야 했다. 멀티 GPS 센서를 이용한 교량의 형상 리시스템은 기존 

센서와 같은 미세한 측정은 어려우나 3차원 변   거 변 의 효과 인 측정에 의한 

교량의 체 인 형상 리가 가능하며, 야간 측, 안개, 강우, 폭설 등 시간 , 환경  제한

을 거의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측이 가능하다. 한 기존 센서와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안 리가 가능 하다. 

2. 장 교량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량 모니터링 로그램은 교량의 체 , 지 별 변 정보를 수치

화/시각화하며 이벤트에 한 능동 인 응이 가능하고 측정데이터의 DB화를 통해서 변

분석에 계된 통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 교량의 3차원  변 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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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모니터링  분석하기 해 교량 거동 모니터링 로그램을 개발하 다. 다음 그림

은 측정 지 별 모니터링 화면과 분석기술에 의한 임계치 과 구간 표시 모듈화면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  지 별 모니터링 모듈

     

[그림 2]  임계치 과구간 분석 모듈

3.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 교량 형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부재별 변  보다는 장 교량

의 체 인 형상을 모니터링하기 한 시스템으로 각 별 변 정보를 수치화, 시각화하

기 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GPS를 이용하여 장 교량의 일부 의 변 를 측함으로

써 장 교량의 3차원 인 변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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