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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developement monitoring measurement using global positioning

digital datalogger system for monitoring measurement of railway construction sites. For the

replacement of current passive data communication, Global positioning digital datalogger system

using active communication is studied for the first time with in a country. Therefore data

communication method and analyzing program of automatic measurement data is developed for the

global positioning automatic digital datalogger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ing real

time automatic monitoring measurement of railwa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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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현재 철도구조물의 각종 계측은 다른 계측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계측서버에서 데이터로거에 명령을

전송하여 측정/저장된 데이터를 입력받는 수동형 데이터로거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계측서

버가 고장 나면 계측관리가 불가능하며, 특히 원격측정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DMA 모뎀을 이용

한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은 제한된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수많은 곳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중처리 기능 부족과 긴급상황시 GPS 위치추적 기능등이 없으므로 긴급 대처에 필요한 광범

위한 계측 데이터 및 위치정보등을 전송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하여 기존의 수동형 통신 및 능동형 통신을 지원하는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철도구조물이외에도 각종 토목 및 건축구조물에 적용되어온

수동형 통신 방식과의 연계를 통해 정밀한 건설계측에 GPS 위치추적에 의한 계측데이터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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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의 자동계측시스템의 기술 현황

국내외의 자동계측 기술 현황으로 현재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동 계측시스템에는 수동형 통

신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건설계측기는 측정기, 센서, 신호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측정은 각각 센서의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 로거에 측정 및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대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데이터로거는 국외제품의 모방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 일방향 통신만 지원하는 수동형 데이터로거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최신 통

신 기술을 접목한 측정기기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개발에서는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계측시스템을 국내최초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철도 건

설현장 및 유지관리 현장등 실시간 광범위한 계측데이터 및 위치추적에 필요한 각종 계측 및 측정결과

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측정기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에 의한 계측기술의 발전은 다

음 그림과 같다고 할수 있다.

그림 1. 본 기술개발에 의한 계측기술 변화

3.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

 철도구조물의 각종 계측에 적용될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가 갗추어야할 이상적인 기본

사양은 데이터로거에 대한 일반사항, 자료처리부, 자료변환부, 자료전송부, 시스템 전원제어기, 태양전지

판, 축전지, GPS 시스템, CDMA 무선데이터 전송장치등으로 각각 나뉘어진다. 본 연구개발은 각종 아날

로그 및 디지털 센서 측정 데이터로거 시스템을 능동형 시스템으로 개발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통신 방

식 즉 기존의 유∙무선 수동형 통신과 TCP/IP 인터넷, 인공위성을 이용한 능동형 통신 시스템 구축을

가능토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능동형 디지털 데이터로거는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RS-232C 등 다양한 출력방식의 센서와 접속이 가능하여 센서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신호 처리부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정렬하며, 측정된 계측된 데이터는 RS-232 Interface를 CDMA 단

말기(핸드폰모뎀)로 전송이 가능하고, 관리용 PC에서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TCP/IP(인터넷망) 또는 전송로

를 통해 명령어를 전송하며, 메인 컨트롤 유닛의 시각은 GPS 시각으로 1회/24시간 보정이 가능한 성능

을 갖추고 있다.

3.1 GPS 위치정보 시스템의 기본사양

본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에 적용되는 위치정보 즉 GP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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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양을 갖추고 있다.

- 12 parallel tracking channels

- L1 Frequency : 1.57542 GHz, C/A code, code and carrier phase tracking

- Beacon Dual-channel 자동탐색 및 선국 (283.5 to 325 kHz)

- Beacon frequency : 283.5 to 325 kHz

- Communication protocol : NMEA (기본 19200 baud rate)

- GPS 및 beacon 통합형 고성능 단일 안테나 탑재

또한 위성 단말기는 별도의 VHF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되어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위성 송신안테나 규격

Antenna frequency (single band) 137 to 150 MHz

Antenna frequency (dual band)
137 to 138 MHz

148 to 150 MHz

Antenna gain(+5 to +30 degrees elevation) 0 dBi typical

Antenna gain(+30 to +50 degrees elevation) -3 dBi typical

Coverage (azimuth) Omni directional

Coverage (elevation) +5°to +50°

Polarization Linear

Impedance 50

VSWR 2:1 max.

Power CW 10 W min.

Antenna cable VSWR 1.5:1 max.

Antenna cable

attenuation (regardless of length)
1.5 dB @ 150MHz typical

또한 다음 그림은 GPS 위치추적 기능의 위성 데이타통신 계통도를 가상으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 2. 위성 데이터통신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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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DMA 무선데이터 전송장치의 기본사양

본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에에 적용되는 CDMA 무선데이터 전송장치는 양방향

원격 모니터링 기능 및 실시간 연속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장비 시스템과도

호환성이 있어 실시간 환경 데이터 통합에 적합하여야 하고, TCP/IP protocol 사용하여 고유의 client

ID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Packet 방식으로 유지비용이 저렴하여야 하며, 자료송수신 간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송모듈은 CDMA 2000 1X, EV-DO이고, CPU를 통한 쌍방

향 통신제어와 첨단 통신전용 프로세서 및 OS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사양은 다음과 같

다.

- 초고속 쌍방향 자료송수신 : 최대 153.6kps

- TCP/IP 방식의 다중 client 기능

- 자료 전달 지연 : 0.1초

- 전송포맷 : ASCII/Binary

- Operating Temperature : -30 degree ~ +60 degree 이상

- 무선 중계국 전환 시 자동 복구기능

- 전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고유 ID 방식의 client 기능

- 전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송수신 시간간격 임의 설정 기능

- 전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료 송수신 이상 유무 감시 기능

- 전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료 백업기능

4.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의 성능 검증

본 연구에 의하여 개발된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GPS 위성통신

및 CDMA 통신 시험을 실시하였다. 즉 GPS 위성통신 모듈을 적용하여 통신 시스템 호환성 및 데이터

통신 여부 시험 및 CDMA통신 모듈을 적용한 CDMA통신 시스템 호환 시험인데 각각 다음 그림과 같

으며 성공적인 성능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림 3. 개발된 데이터로거의 위성통신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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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발된 데이터로거의 CDMA통신 시험 모습

5.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된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의 현장적용성 검증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즉 적용 현장은 경춘선 복선전철 노반공사 현장의 하천에 위치한 기존 철도교량 교각이다.

그림 5는 철도차량하중 통과시 의한 교량 교각 구조물 경사치 측정모습이며, 그림 6은 본 철도 교량 교

각 구조물 경사치 측정을 위해 적용한 구조물 경사계, EL Beam 및 개발된 데이터로거이다.

                 

                그림 5. 철도차량하중 통과시 교량 교각 구조물 경사치 측정모습

                     그림 6. 구조물 경사계, EL Beam 및 개발된 데이타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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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연구개발된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의 철도구조물의 구조물 경사측정 현장에

의 적용성 검증 수행결과, 연구 개발된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의 완전한 작동 즉

본 디지털 데이터로거에 의한 철도 교각 경사측정치의 디지털 자동계측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 처리

됨을 검증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각종 철도구조물의 각종 계측을 위하여 최근에 개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자동계측

데이터로거 시스템중에서,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계측기법을

연구개발하였다. 즉 최근에 개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자동계측 데이터로거 시스템중에서, 최신의 GPS를

내장한 능동형 디지털 데이터로거를 장착한 계측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계측기법을 제시하는데 있

다. 즉 데이터로거 방식중에서 기존의 수동형 혹은 일방향 통신방식을 GPS를 내장하여 위치추적이 가

능한 능동형 디지털 데이터로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기법 및 자동계측 분석 프로그램

을 연구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GPS를 내장한 디지털 데이터로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계측을 철도구조

물의 계측에 실적용한 결과 아주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각종 철도구조물에 대한

계측시 위치추적기능을 가진 실시간 자동계측에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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