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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재료  시공 기술의 지속  발 으로 인하여, 사장교, 수교 등 장 교량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장 교량들은 사회   경제 인 요성이 매우 크므로 교량 완공 후 유지 리  구조  건

성을 모니터링하기 하여 교량 각 주요 구조부재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교량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하 에 의한 교량구조물의 거동을 감지, 수집, 분석하여 교량의 건 성을 악하기 하여 

장 교량의 공용성과 안 성 확보에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재 국내외 다수의 장 교량들에는 

다양한 센서로 이루어진 구조 건 성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 실제로 서해 교, 안 교, 

홍콩 TsingMa Bridge, 미국 Bill Emerson Memorial Bridge와 같은 실제 교량에도 용된 바 있다. 하지

만, 이상의 구조 건 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이 리 활용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에

서 가장 큰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다. 로 홍콩의 Tsing Ma 교의 

경우 350개의 센서를 설치하는데 약 8백만불이 넘는 액이 들었으며(Farrar 등, 2004), Celeby(2002)의 보

고에 의하면 각 센서의 채  당 이블의 설치 비용으로 약 5000불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극복하기 하여 무선 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한강 상 교량  올

림픽 교에 용, 사장교의 구조 건 성을 비용  높은 편의성으로 모니터링 하기 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무선 계측 시스템의 정확성  용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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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성과 안 성 확보에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재 국내외 다수의 장 교량들에는 다양한 센서로 

이루어진 구조 건 성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 실제로 서해 교, 안 교, 홍콩 TsingMa 

Bridge, 미국 Bill Emerson Memorial Bridge와 같은 실제 교량에도 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이상의 구조 건

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이 리 활용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에서 가장 큰 것이 시스

템을 구축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다. 로 홍콩의 Tsing Ma 교의 경우 350개의 센서를 

설치하는데 약 8백만불이 넘는 액이 들었으며(Farrar 등, 2004), Celeby(2002)의 보고에 의하면 각 센서의 

채  당 이블의 설치 비용으로 약 5000불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강 상 교량인 올림픽 교를 상으로 첨단 무선센서를 구조물 주요 부재에 설치하

고 본 센서를 통해 취득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장교의 실시간 구조 건 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USN 기반 올림픽 교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량의 실시간 거동을 악하여, 교량의 안 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유지 리 비용을 최 화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량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도 실시간으

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 교량의 안정성을 단함에 있어 내하력 평가  차량

의 통과하 을 고려하여 분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량에 문제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유 기   리자에게 긴  알람 문자 메시지(SMS)가 송이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구조물

의 이력 D/B를 구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2 USN 무선통신 모듈

사장교 구조 건 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동  거동을 정확하게 악하기 해 필요한 센

서 보드 개발을 하 다. 본 연구에 활용된 센서는 (1) 장에 설치된 센서에서 모니터링 스테이션까지 무선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리자가 원거리에서 속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도록 원거리 데이터 통신 방식( 고속 통신)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2) 통신 모듈은 Buffer 

Memory를 사용하여 통신 장애시 데이터를 보 할 수 있으며, 통신 장애가 해결되면 서버에 송하여 모든 

데이터를 획득 (3) 2.4GHz 역의 통신 주 수를 사용하는 IEEE 802.15.4 로토콜 기반의 USN 무선데이터

로거 (4) USN 기반 무선데이터로거 내부에 ADC 24bit 센서구동회로, 신호증폭기, LowPass Filter를 내장하

다. 개발된 USN 센서는 실제 교량에의 용을 하여 올림픽 교에 설치되었다.

 

그림 1 USN 기반 센서 보드  설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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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니터링 로그램

USN 기반 올림픽 교의 운  로그램은 장 모니티링 서버에 설치하 고, 장 서버는 원격 모니터링

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모니터링 로그램의 주요한 기능은 장에 

설치된 센서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수신하고 이를 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USN 기

반 올림픽 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구축하 다. 일반 으로 교량 상시 모니터링 화면으

로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 다. 1분 간격으로 장이 되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

로 FFT 분석도 실시간으로 보여 다. 교량에 기 계측 값  시방서를 교량의 한계치를 설정하여 이를 기

으로 교량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능  해당 공서, 리자에게 SMS 발송되어 즉각 인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교량에 이상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데이터 장이 되며, 어떤 센

서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된다. 추후 장된 데이터를 언제나 불러

와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 다.

모니터링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상시모니터링 화면 모니터링 위험 경보 화면

그림 2 USN 올림픽 교 모니터링 시스템 운  로그램

3. 사장교 건 성 모니터링 테스트베드 구축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강상 교량  올림픽 교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USN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하고, 무선 센서의 한계인 배터리문제의 극복을 하여 모든센서  USN 모듈을 운용하기 한 

원은 태양 이 사용되었다. 한 무선센서의 정확도를 단하기 하여 동일한 지 에 유선센서를 부착하

으며 유선센서로 인한 측정값과 무선센서의 측정값을 비교하 다.

다만, 유선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이블의 길이에 따른 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단하여 이에 한 사 실험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 케이블 5m (b) 케이블 10m (c) 케이블 15m

그림 3 이블 길이에 따른 데이터 지연 상 

실험결과 이블의 길이가 5m인 센서와 비교 했을 때 이블이 10m인 센서의 경우 0.25 의 차이가 발생

하 고 15m인 경우 0.48  정도의 데이터 지연이 발생하 다. 

사 실험에서 유선시스템의 이블 항으로 인한 데이터 지연 상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하여 무선시스템

과의 단순직 인 데이터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센서  유선센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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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에 있어서 유선시스템의 데이터 지연에 한 시간 보정을 하 고 보정한 값을 무선센서와 비교 검토하

다. 1축가속도계는 5번 이블  12번 이블에 설치하 으며, 데이터는 당 100개를 수집하고, 실시간 

FFT분석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추출하 으며 추출한 고유진동수를 활용하여 진동방정식을 이용해 장력을 산

출하 다.

올림픽 교 12번 이블의 경우 장력 기 값(최종도입장력)은 657.6ton이고 주의 값은 697.06ton 이며 경

고 값은 736.51ton이다.(올림픽 교 계측보고서, 2003) 12번의 이블의 경우 평균 장력은 652.4ton으로 올림

픽 교 12번 이블 장력 리기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리기 치 이내의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한, 5번 이블  12번 이블의 유선계측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된 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

균장력에서 약 10∼30ton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시스템의 계측 시간  작용하 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으로 단된다.

5번 케이블 장력 12번 케이블 장력

그림 4 유·무선 장력 센서 데이터 비교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강 상 교량 올림픽 교에 건 성 모니터링을 한 USN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하 다. 유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유선 센서 하나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다량의 유선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유선센서 이블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 시 에 한 데이터 수

집이 힘들다. 즉, 각 센서마다의 이블 길이에 한 지연 상에 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무선 

시스템의 경우 로서 달되므로 센서와 로거의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동 시 에 한 데이터를 받는게 

용이하다. 

따라서, 구조물 모니터링에 있어서 USN 모니터링 시스템을 용하는것이  유선시스템보다 구조물의 상

태를 미리 악하고 손상의 치를 조기발견함으로써 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에 소

요되는 시간과 유지 리 비용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실제 사장교의 건 성을 모니터링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매우 효과 임을 입증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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