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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교량 유지관리에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

식하여 1990년 후반부터 진도, 돌산, 남해대교를 중심으로 모

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섬과 섬을 연결

하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의 가설이 활발해 

지면서, 주 경간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장대교량을 중심

으로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장대교량 거동계측에는 주탑의 경사를 계측하기 위한 경사

계, 진동 특성을 규명하고 케이블 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가속

도계, 주부재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형률계, 온도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한 온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 등 다수의 센서

가 설치 목적에 따라 교량의 정적·동적거동을 측정하는데 이

용되고 있다. 정적 계측은 주탑 및 바닥판의 정적인 변형과 주

부재의 응력을 측정하여 교량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주기적인 안전진단 및 정보수집에 활용되

고 있고, 동적 계측은 차량하중 및 풍하중에 의한 상시진동

(Ambient vibration)과 지진하중 및 기타 특이 진동으로 인한 

교량의 동적 거동을 파악을 목적으로 교량의 동적인 특성과 내

하력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6).

통상적으로 교량 구조물은 준공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유지

보수 수요가 증대되고 30~40년이 지나 개축을 고려한다면 10

년 후 15%, 20년 후에는 절반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12). 따라서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한 유지관리에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Fig. 1).

유·무선 방식에 의한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용을 분석

한 자료에 따르면 300개의 센서를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 무선 방식

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기존의 유선 방식 대비 

약 38%, 총 설치비용은 유선방식의 약 43%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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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sensor based on LoRa LPWANs were investigated, and a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plan for this type of sensor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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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 of increase in deteriorated bridges

Table 1  Cost comparison of monitoring system construction 

(Kim and Park, 2018)

Wireless sensor networks Wired instrumentation

System Installation 

duration 

· 3 Technicians for 6 days

· 10,800 Euros

· 3 Technicians for 16 days

· 28,800 Euros

Wiring cost · 8,000 Euros · 29,000 Euros

System cost · 129,600 Euros · 290,000 Euros

Total cost · 148,400 Euros · 347,800 Euros

또한, 전 세계의 센서 시장은 2013년 약 37조원이고 2020년 

약 4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Seichi, 2013), 향후의 센서 및 

모니터링 시장은 무선 센서 시스템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간소함으로 인해 무선 계측시스템

이 유선 시스템을 대체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나 Wi-Fi, 

Zigbee, Bluetooth 기반의 무선 계측시스템은 통신 도달거리가 

수십 미터에 불과하며 LTE 기반의 무선 계측시스템은 과도한 

통신비로 인하여 토목 구조물에 장기계측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무선 계측시스템의 

실용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LoRa LPWAN 기반의 무선 

계측 센서 네트워크의 기술동향 및 진동가속도 계측 사례를 살

펴보고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LoRa LPWAN 시스템 기술동향

LoRa LPWAN(Long Range Low Power Wide Area Network)

는 장거리 통신과 저전력을 목표로 개발된 통신 프로토콜로써, 

Semtech Cooperation에서 특허를 소유한 비표준기술이다(Lim 

et al., 2017). 시스템 구조는 단말기(End nodes),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4개의 메인 블록과 네트

워크 보안을 위한 AES 128 암호화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세션

키(Network session key)와 어플리케이션 세션키(App. Session 

key)를 제공한다(Fig. 2).

Fig. 2  LoRa network architecture(LoRa Alliance, 2018)

2.1.1 LoRa LPWAN 국내 기술동향

국내에서는 경보, 옹벽, 낙석, 사면 붕괴 예측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량 구조물에 확대 적용

하고자 M2M(Micro eletro mechanical systems)에 최적화된 

LoRa LPWAN 기반 무선 계측시스템을 개발 및 Test Bed에 적

용하여 사용성, 적용성, 내구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Fig. 3).

Fig. 3  DAQ board and installation 

개발된 LoRa LPWAN 기반 무선 계측시스템과 기존 유선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고유진동수 1차 

모드에서 LoRa기반 무선 계측 시스템은 2.161, 유선 계측 시스

템은 2.175로 나타났으며, 다른 차수의 모드에서도 1% 내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돌산, 영광대교 등 추가 현장적용 결과 유

사한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개발된 노드와 게이트웨이를 이

용한 LoRa 기반 무선 계측시스템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a) Conventional wireline 
measurement system

(b) Wireless measurement 
system

Fig. 4  Comparison of wired and wireless system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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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속철도 선로 주변에서 원활한 무선통신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도 있다. 고속철도가 170km/h의 속도로 시험대상 

교량을 주행할 때 유·무선 센서에서 측정된 가속도 이력곡선

을 30Hz 필터링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Fig. 4). 

분석결과 통신장애는 발생하지 않으며, 두 시스템에 의해 추정

된 진동수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력곡선의 최대값

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므로 실무적용에 앞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완전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5).

Fig. 5  Comparison of the measurement of acceleration hysteretic 

curves in high-speed railway bridges(Kim et al., 2016)

2.1.2 LoRa LPWAN 국외 기술동향

국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교량 유

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상용화하여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 중국의 경우에는 교량, 원자력 발전소 

등 다양한 구조물의 모니터링에 무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Fig. 6은 독일의 BeanAir사에서 300개의 정·동적 무선센서를 

사용하여 캐나다 Turcot 교차로에 있는 교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례이다. 125개의 LoRa기반의 무선 가속도 센서, 45개

의 전력공급용 무선센서, 130개의 무선경사센서가 사용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다(Northstream, 2016).

Fig. 6  LoRa based wireless sensor application case(turcot 

intersection in canada)

Fig. 7은 상용화된 LoRa LPWAN 기반의 무선 계측센서로 

(a)는 스페인의 Libellium사에서 개발한 LoRa IoT 장비, (b)는 

영국, 미국 등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Worldsensin사 에서 판매

중인 무선 경사 계측시스템으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 구성을 하고 있다(Vilajosana et al., 2017).

(a) LoRa IoT equipment (b) Wireless tilt measurement system

Fig. 7  Commercialized LoRa based wireless sensors

일본에서는 도로교 모니터링을 위한 자립형 무선센서 시스

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Seichi, 2013). 자립

형 무선센서 시스템은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는 LoRa기반

의 무선 시스템으로 연구결과 무선시스템의 활용성 및 데이터 

처리 능력 등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또한 일본 철도총합

연구소를 중심으로 노후 철도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 분

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Fig. 8은 津野究 등

의 연구진이 개발한 노후철도 터널의 손상감시를 위한 무선 계

측시스템(Tsuno, 2018) 개요도를 보여 준다. LoRa 기반의 무

선 계측시스템으로 최소 5분 간격의 계측빈도로 현장 컴퓨터

에 저장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데

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관리자가 요구하는 통신이 가능한 모

든 전자기기에서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여 폭넓은 효용성을 장

점으로 한다.

Fig. 8  Diagram of tunnel measurement system by wireless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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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선 계측시스템 설치 방안

2.2.1 계측시스템의 용도

계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크게 점검

과 진단을 보조하는 계측, 보수·보강 효과 확인, 긴급 시 대응

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측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관리주체에서는 목적 및 현

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설치·운영을 하

여야 한다. 계측시스템은 계측자료의 전송방법에 따라 유·

무선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계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각각 

상세한 검토를 한 후 실제 교량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

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 설비가 유선통신에 비해 효

율적이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선통신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1) 유선통신 설비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할 수 없는 지역

2) 자연재해로 인한 통신케이블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 혹

은 우려되는 지역

3) 통신 케이블 배선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유지관리가 어

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4) 유선통신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우

2.2.2 노드

교량에 발생하는 응답(가속도, 변위, 변형, 온도 등)을 측정

하는 기능, 데이터를 보관하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ADC)

등을 수행하는 처리기능, 계측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

송하고 게이트웨이로부터 계측조건 등을 수신하는 통신기능, 

전력공급 기능을 갖는 센서유닛(Sensor unit) 전체를 의미한

다. 노드에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센서

와 같이 계측·통신·처리 기능이 모두 일체화된 것과 분리된 

것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조립·사용할 수 있

다. 노드는 구조물에 설치가 용이해야 하며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없이 Energy Harvesting 시스템으로 구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원공급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시전원에 

의한 구동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Energy Harvesting 시스템

으로 구동시킬 경우에는 전력소모량이 많지 않는 무선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측 및 통신 1회당 소요되는 

전력 소모량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데이터의 끊어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노드는 현장상황에 따라 유지관리,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센서 일체형, 분리형으로 제작할지 미리 검토

하여 제작하며,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센서와 통신설비는 습

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용 방수케이스를 제작하여 앵커 등에 의해 견고히 설치하고, 

게이트웨이와 통신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시야가 트인 곳에 설

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2.3 게이트웨이

노드와 통신하면서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노드

의 상태를 감시·제어하며, 관리자 사무실로 데이터를 전송하

는 기능을 갖는다.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의 경계라는 의미로

서 Edge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게이트웨이는 유선에 

의한 전원공급이 가능한 곳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원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착이 용이하고 배터리, 

태양열 등으로 구동되도록 설계한다. 장대교의 경우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기 용이한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태양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므로 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현장에 

설치되는 게이트웨이는 습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이 적은 곳에 

전용 방수케이스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앵커 등에 의해 견고히 

설치하고, 노드와 통신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시야가 트인 곳

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2.4 근거리 통신

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 또는 PAN, Personal 

Area Network)은 현장에 설치된 여러 개의 노드와 게이트웨이 

사이를 일괄적으로 제어하는 통신수단이다. 이를 이용하여 노

드에서 계측·저장된 데이터는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며, 노드의 

상태를 감시하고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통신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국내에서 가용한 무선방

식에는 LoRa, Zigbee, Bluetooth, LTE 등이 있고 일부 제조사

에서는 별도의 Protocol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LoRa 통신망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이 전용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920MHz 대역을 사용하며, 최대 통신거리가 이론

적으로 10Km로 광범위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최대 통

신 속도가 300bps~50Kbps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DAQ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만 전송하는 형

태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2는 통신규격의 개략적인 사양을 정리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신규격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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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ypical communication standards by 

frequency band(Strasser and Kiremidjian, 2000; Park and Park, 2018)

920MHz Frequency band 2.45GHz Frequency band

Standard name
LoRa, WiSUN, NB-IoT, 

etc.

Zigbee, WiFi,

Bluetooth

Communicatio

n distance

Around 10km(LoRa)

1km(WiSUN)

15km(NB-IoT)

Around 100m

Communicatio

n speed

300bps~50Kbps(LoRa)

Around 400Kbps(WiSUN) 

Around 200Kbps(NB-IoT)

Around 0.25Mbps(Zigbee)

Around 22Mbps(WiFi) 

Around 24Mbps(Bluetooth) 

Transmission 

power
20mW 10mW

MultiHop 

function
Possible Possible

Communications 

Disorder
Less Plenty

따라서 LoRa LPWAN과 같이 통신속도에 제한이 있는 통신

망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정·동적 거동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실시간 계측이 아닌 노드 또는 게이트웨이에 저장

한 후 데이터를 묶어서 전송하는 방법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 전송량, 전송에 소요

되는 시간, 전송빈도, 주변 환경(통신 점유율), 배터리 소모량 

등을 감안하여 원하는 목적에 맞는 통신방법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전송량 계산 시에는 계측데이터, 암호화 

여부, 주석의 크기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무선 계측시스

템 설계 및 시공 시에는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1) 끊어짐이 없이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는 데이터 회수율

2) 면허 또는 신고의 필요성

3) 노드간 데이터를 중계하는 MultiHop 기능

4) 전력공급방식 및 전력 소모량

5) 데이터 전송속도 및 전송거리

6) 통신주파수 및 통신 점유율

7) 동기화 정밀도 및 통신비용 등 

2.2.5 광역 통신

광역 통신망 WAN은 게이트웨이에 저장된 계측 데이터를 

사무실 컴퓨터로 전송하는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광역통신망

은 교량구조와 주변의 통신환경을 고려할 때 통신의 신뢰성 확

보차원에서 유선통신 방식을 권장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LTE, 4G 등과 같은 무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IP 주소정보 등의 설정 작업에 유의하여 

무선 계측시스템 구축에 활용을 권장한다.

2.2.6 전력 공급 방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력공급방식은 무선방식을 

권장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무선방식을 선정

하는 경우 전력소모량이 적은 무선통신규격을 선정하도록 하

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요 전력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2.7 모니터링 S/W

모니터링 S/W는 노드와 게이트웨이의 상태관리, 동작제어, 

통신상태 확인, 데이터 분석 및 저장, 계측 결과를 도출 및 평가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S/W는 광역통신망을 통해 게이트웨이를 직접적

으로 통제·관리하고, 노드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

태와 동작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측조

건의 변경등도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시스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횟수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구축하도

록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화면에는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

한 관리기준과 계측치의 시간 당 변화 패턴 뿐 아니라, 시스템의 

동작상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드의 통신상태, 전파강

도, 배터리 소모량 등도 함께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2.3 무선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2.3.1 무선 계측시스템 설치완료 보고서

계측시스템은 수년 동안의 장기계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센서, 노

드, 게이트웨이, 통신, 전력 공급 장치 등이 모두 원활히 작동하

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치완료 보고서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설치완료 보고서에는 시스템 설계도, 전력공급 방안 및 

통신방법을 포함한 설치와 관련된 세부내용 및 운영 및 유지관

리 등의 시스템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설치완료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하는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준공날짜가 표기된 제출문 

2) 시스템 구성도

가. 노드, 게이트웨이 및 시스템 배치도

나.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한 상세도

다. 통신 방식

라. 게이트 웨이 및 사무실 컴퓨터 어드레스 정보

마.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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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센서 및 장비들에 대한 상세한 사양

가. 기기명 및 설치 위치

나. 기기 제조사 카탈로그, 사양서 및 매뉴얼

다. 기기별 시험성적서 및 물리량 환산 교정계수

라. 로거 모듈 구성 및 채널 구성

4) 통신 규격

5) 계측데이터

가. 계측 데이터 흐름도

나. 계측항목 측정 빈도, 대표 값, 추출 빈도

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현황

라. 데이터로거 제어프로그램 현황 및 초기 설정 자료

마. 데이터 획득 응용프로그램 매뉴얼

바. 초기 점검 보고서(계측데이터 신뢰성 검증결과)

사. 계측 데이터베이스 또는 초기치 변경 이력

아. 초기 운영 보고서(계측데이터 이력)

6)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7) 노드, 게이트웨이 등 모든 장비 사진대지

2.3.2 무선 계측시스템 관리기준치 설정 방안

계측 데이터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계

측 결과와 관리기준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계측데이터의 시

간적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기준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구조물의 

특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시 다음 사항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1) 구조 해석을 통한 허용 부재력 

2) 계측데이터의 통계 분석 및 기타 도로교 설계 기준 등

2.3.3 무선 계측시스템 내구성 증대 방안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센서와 장비는 전자기기로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들

에 대해서는 각각의 센서와 장비 사양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항온·항습

기능을 갖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박스형 교량의 경우, 박스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는 용이할 수 있으나 통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분리형 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방수, 방습 등을 위해 별도의 밀폐형 케이스를 제작하여 사

용하도록 한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무선 장비의 내구성, 

기대수명, 고장빈도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이 부분은 시

스템 설계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과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예비 장비를 구비해 

두도록 한다.

2.3.4 무선 계측시스템 보안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시간동기화가 필요한 계측항목에 대해서는 시간동기화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  sec 이내)를 만족하는지 

계측 전 확인하도록 한다. 허용 오차범위는 통상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간한 특수교 유지관리 

매뉴얼(안)에서 허용 오차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시스템은 항상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

지변 등의 정전을 대비하여 무정전전원장비(UPS)를 배치하고 

비상연락 체계 등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계측데이터의 안정

적 관리를 위하여 백업 기능을 갖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다음

과 같은 해킹방지용 보안시스템도 설치되어야 한다.

1) 계측시스템 서버에는 바이러스 또는 스파이웨어 등을 막

기 위해 백신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외부 보안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으로 가

상사설망(VPN)을 설치하고, 내부적인 보안 시스템이 필요

할 경우 방화벽(FireWall)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시스템 발주서류에는 하자책임기간, 시스템 설치방법 및 시

스템 설치 시 유의사항, 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제

시하도록 하고, 하자책임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측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계약관련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

다. 계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설치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결 론

LoRa LPWAN 시스템은 저전력, 경제성, 확장성 등의 장점

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LoRa LPWAN 기반 무선 계측시스템의 국내·

외 활용 사례 및 연구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무선 계측시스템

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1) 무선 계측시스템 설계 및 시공 시에는 데이터 회수율, 

MultiHop 기능, 전력 공급 방식 및 소모량, 통신비용 등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설치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LoRa LPWAN과 같이 통신 속도에 제한이 있는 통신망

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정·동적 거동을 모니터링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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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계측이 아닌 노드 또는 게이트웨

이에 저장한 후 데이터를 묶어서 전송하는 방법이 적절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LoRa LPWAN기반 무선 계측시스템의 

노드,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S/W 등 설치 방안을 제안하

였으며, 계측시스템의 내구성 증대방안, 관리기준치 설

정방안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선 계측센서 관련기준 설정 및 설계

시의 기초자료 등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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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내 고도성장기 이후 본격 건설되기 시작한 사회 기반 시설물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대량 인명 피

해로 직결될 수 있는 교량, 터널 등의 대형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유선 센서 기반의 Structural Health 

Monitoring(SHM)을 개선한 무선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는 짧은 신호 도달거리로 인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 따

라서 LoRa LPWAN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저전력 장거리 통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에 

응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LoRa LPWAN 기반의 무선 계측센서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LoRa LPWAN 기반의 무선 계측센서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 스마트 무선센서 네트워크, LoRa LPWAN,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