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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

구조물은 장기간 운용에 따른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성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교량의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외 많은 연구들과 

개발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측 센서와 센서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교량시설물에 적용된 유선 기반 센서네트워크는 현재

까지도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 

Zigbee, WiFi, Bluetooth 등 근거리 무선통신(PAN : Personal 

Area Network) 기반 무선 센서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와 CDMA, LTE, 5G 기반의 상용 무선네트워크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에 무선통신 분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

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교량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LPWAN중에 하나인 LoRa통신기술은 

저전력과 초장거리 연결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물인터넷 통신

방식으로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비면허 통신 대역인 

ISM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센서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 

중에 하나인 LoRa LPWAN(Low Power Wide Area Network)을 

적용하여 교량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에 위치한 영광대교를 대상으로 Test Bed를 

통한 설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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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oT-based sensor network is one of the methods that can be efficiently applied to maintain the facilities, such as bridges, at a low cost. In 

this study, based on LoRa LPWAN, one of the IoT communications, sensor board for cable tension monitoring, data acquisition board for 

constructing sensor network along with existing measurement sensors, are developed to create bridg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In 

addition, we designed and manufactured a smart sensor node for LoRa communication and established a sensor network for monitoring. 

Further, we constructed a test bed at the Yeonggwang Bridge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test bed verification results 

suggested that the LoRa LPWAN-based sensor network can be applied as one of the technologies for monitoring the bridge structure 

soundness; this is excellent in terms of data rate, accuracy,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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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세부적으로 

MEMS 기반의 3축 가속도계를 포함하는 통합센서보드, 이를 

이용한 케이블 장력계, 기존 센서 또는 계측기의 신호를 입력

받아 LoRa 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DAQ 보드, 그리고 

데이터 분산 처리 및 LoRa 통신을 하는 스마트센서노드를 개

발하였으며, 각 하드웨어에 필요한 펌웨어와 통합 시스템 구

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제작하였다.

2. 본 론

2.1 LoRa 기반 교량 모니터링 테스트베드 개요

본 연구의 Test Bed 검증(Data 송수신 및 신뢰성 등)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하

는 영광대교(사장교 : 연장 590m, 최대 경간장 320m)에 Test 

Bed 설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대상 Test Bed는 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MEMS 기반 3축 가속도계를 포함하는 멀티센

서보드, 기존 교량 구조 건전 건전성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센

서의 디지털/아날로그 계측 신호의 수집을 위한 DAQ 보드, 그

리고 멀티센서 보드 및 DAQ 보드의 신호를 가공하여 LoRa 신

호로 복호화하기 위한 스마트센서노드 등으로 구성된 단말단

과 LoRa 신호 수집을 위한 게이트웨이 그리고 LoRa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되며, 각 모듈간의 통신 연결은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테스트베드의 단말단은 시점부와 종점부 최장 케이블 장력

을 계측하기 위한 케이블장력계 2개와 고유진동수 분석을 위

해 보강거더 1/2지점에 설치된 3축 가속도계, 시·종점부 보강

거더 하부에 설치한 온도계와 신축변위계를 연결한 DAQ 센

서노드 2개 등 총 5개의 LoRa 센서노드와 7개의 센서로 구성

되었으며, 신호수집을 위한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었다.

2.2 LoRa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단

구축된 영광대교 Test Bed는 Fig. 2와 같이 교량 시점부와 종

점부 최장 케이블 장력 측정을 위해 2개소에 케이블 장력계를 

설치하였고, Fig. 3과 같이 시점부와 종점부의 보강거더 하단

에 신축변위계와 온도계를 연결한 DAQ 노드 2개소, 그리고 

교량 1/2 지점에 보강거더의 고유진동수 분석을 위해 1개소가 

설치되었다. 교량 시점부 종점부 케이블에 설치된 센서노드의 

경우 LOS(Line Of Sight) 환경에서 게이트웨이까지 각각 약 

100m, 800m 거리에 설치되었으며, 시점부 종점부의 보강거더 

하단에 설치된 센서 노드의 경우 non-LOS 환경에서 약 100m, 

800m 거리에 설치되었다. Test Bed의 경우 기존 계측기들을 

위한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가 되어있어, 이들을 전원 입력원

으로 사용하였다.

Fig. 2  Installation of LoRa sensor node and power

Fig. 3  Installation of LoRa sensor node for DAQ 

Fig. 1  Structure of LoRa bridge monitoring system



박진오 ․ 박상헌 ․김경수 ․ 박원주 ․ 김종훈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3권 제2호(2020.4) 115

2.2.1 가속도계 기반의 진동해석을 위한 통합센서보드

통합 센서보드는 가속도계 기반으로 사장교, 현수교 등의 

케이블 교량의 장력 계측, 주탑의 경사도, 보강거더의 내하력

을 산출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2개의 3축 가속도계와 GNSS, 

온도계를 포함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샘플링 주파수 

조정이 가능하고 LoRa 스마트센서 노드로 계측 원시데이터를 

전달하여 FFT 등의 필요한 연산된 Data 값을 LoRa 프로토콜

을 통하여 게이트웨이로 전달한다.

Fig. 4  Multi-sensor board

Test Bed에서 통합센서보드와 LoRa 센서노드는 UART 인

터페이스로 직결되어 IP67 등급의 함체와 케이블마운트를 통

해 교량 케이블에 설치되었으며, 전원 공급을 위해 케이블 하

단의 기존 센서 설치된 DC 12V 전력원을 사용하였다. 

케이블 장력계는 Fig. 5와 같으며, 샘플링주기(Sampling Rate)

는 125Hz에 매 15분 주기(sampling period)로 10분 동안(duration) 

케이블 연직 방향(z-axis)의 가속도를 측정하고 원시 가속도

데이터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처리 후 Multi- 

vibration method에 의해서 케이블 장력이 도출된다.

Fig. 5  Assembled LoRa cable tension meter

2.2.2 기존 센서 및 계측기 신호 수집을 위한 DAQ

교량의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진동

해석을 위한 가속도계 외에 변위계, 온도계, 변형률계, 경사계, 

처짐계 및 풍향풍속계 등의 다양한 센서 및 계측기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MS기반으로 구현이 어려운 센

서 및 계측기에 대한 계측 신호를 입력받아 LoRa 센서네트워

크로 통합하기 위해 DAQ(Data Acquisition)보드를 제작하

였다. DAQ 보드는 Fig. 6과 같이 현재 기 사용 중인 다양한 센

서 및 계측기의 입력을 고려하여 디지털 입력(RS-232, RS-485)

을 위한 2개의 포트와 의 아날로그 입력(전압 타입, 전류 타

입, 저항 타입 등)을 위해 4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날로

그 신호의 경우 신호의 종류에 따라 증폭도를 조절하기 위해 

Programmable OPAMP를 탑재하여 미세 신호 입력부터 고준

위 신호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Fig. 6  DAQ board for LoRa smart sensor node

Test Bed에 적용된 DAQ 보드는 Fig. 7과 같으며, 교량 시점부 

및 종점부에 보강거더 하단에 온도계와 신축변위계 계측을 목적

으로 각각 1개소에 설치되었으며 10초마다 수집된 온도계와 신

축변위계의 평균값을 1분 간격으로 압축된 Data를 전송한다. 

Fig. 7  DAQ assembled unit with LoRa senso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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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LoRa 스마트센서노드

LoRa 스마트센서노드는 입력된 가속도 원시데이터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자동 첨두 검출(Auto Peak Detection) 

등의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와 원활한 분산처리를 위하

여 Fig. 8과 같이 TI AM3358 1GHz Arm Coretex CPU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LoRa 통신을 위해서는 국내 Wisol LOM 202A 

LoRa 모듈을 사용하였다. 또한 펌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위해 

WiFi 모듈을 장착하였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로그데이터(Log 

Data) 저장 및 원시데이터 백업 등을 위해 Micro-SD 카드 슬롯

이 장착하였다. 

진동해석을 위한 통합센서보드와 DAQ 보드를 통한 외부 

센서 계측 데이터는 LoRa 스마트센서노드를 통하여 LoRa 센

서네트워크로 전송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산된 케이블의 고

유진동수는 Multi Vibration Method에 의한 케이블 장력을 자

동 추출한다. 

신축변위계와 온도계 등의 DAQ를 통한 아날로그 입력 

데이터는 일정 시간간격으로 수집된 데이터 평균값으로 계

산하여 LoRa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LoRa 게이트웨이에 전

달한다.

Fig. 8  LoRa smart sensor node

LoRa 스마트센서노드는 외부 전원없이 배터리로 동작을 

시켜야 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전력소모가 적은 RTOS(Real 

Time OS)기반의 FreeRTOS로 운영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세

부적인 LoRa 스마트센서노드의 동작은 Task Diagram은 Fig. 9

와 같다. 

Fig. 9  Task diagram of LoRa smart sensor node

2.3 LoRa 게이트웨이 및 센서네트워크

2.3.1 LoRa 게이트웨이

본 연구의 테스트베드에는 Canada Tektelic社의 Kona Macro 

IoT 게이트웨이가 사용되었다. 

(a) LoRa gateway body 

in room

(b) LoRa gateway antenna 

in outdoor

Fig. 10  LoRa gateway setup at youngkwang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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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본체는 Fig. 10과 같이 전원공급 및 안전성을 

위해 영광대교 계측동 내부에 설치하였고, 안테나는 연장선

(Extension)을 통해 계측등 외부 펜스에 설치하였다. 게이트웨

이로부터 LoRa 네트워크 서버의 연결은 이더넷(Ethernet)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기존 영광대교에 구축된 계측시스템 네트

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별도의 LTE 라우터를 통해 연

결하였다. 

2.4 LoRa 네트워크 서버 및 모니터링 시스템

2.4.1 LoRa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

LoRa 게이트웨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더넷(Ethernet)을 

통하여 LoRa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LoRa 서버는 오픈소스 기반의 Chirp Stack 

LoRaWAN Network Server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전체 

시스템은 Gateway Bridge, LoRa Network Server, Application 

Server로 구성된다.

· Gateway Bridge : 게이트웨이의 Packet Forwader 프로토콜

을 JSON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며 MQTT Broker 로 연결

· Network Server :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집된 신호의 인증

(Authentification), 중복관리(De-duplication), Application 

server 와의 통신과 다운링크 신호의 일정관리 등을 담당

· Application Server : 각 LoRa 단말로부터의 Join 요청을 

처리하며, 각 단말의 페이로드(Payload) 데이터의 복호화

(Encryption)를 담당 

2.4.2 모니터링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Fig. 11과 같이 구축된 LoRa Network 및 

Application Server에서는 직접 계측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저장하고 있으며,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모니터링

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게이트웨이, 센서노드, 센서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측 데이터

들은 다양한 시간(실시간,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설정

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5 영광대교 Test Bed 운영 결과

2.5.1 LoRa 신호 세기 및 데이터전송률 결과

LoRa의 신호수신율은 단말과 게이트웨이간의 거리와 설치 

환경이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LoRa의 수신 커버리지는 

단말의 최대 출력(Maximum EIRP output power)이 20dBm일 

경우 LOS(Line of Sight) 환경에서 10Km, non-LOS 환경에서는 

5Km 내외로 알려져 있다. 국내 LoRa 통신에 대한 KR920-923 

Regional Parameters 규정(Table 1)에 의하여 단말의 최대 출력

이 14dBm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 20dBm 대비 

약 4배정도 신호세기가 약해지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대 

커버리지를 얻기는 힘든 환경이다. 

Table 1  KR920-923 central frequency, bandwidth, maximum EIRP 

output

Center Freq.

(MHz)

Bandwidth

(kHz)

Maximum EIRP output 

power(dBm)

end-device gateway

920.9 125 10 23

921.1 125 10 23

921.3 125 10 23

921.5 125 10 23

921.7 125 10 23

921.9 125 10 23

922.1 125 14 23

922.3 125 14 23

922.5 125 14 23

922.7 125 14 23

922.9 125 14 23

923.1 125 14 23

923.3 125 14 23

Test Bed에서 적용된 5개의 LoRa 센서노드는 케이블장력 

계측을 위해 케이블에 설치된 단말은 LOS 환경이며, 온도계와 

신축변위계가 연결된 DAQ 단말의 경우 non-LOS 환경이다. 

Test Bed 실험결과 게이트웨이와 가까운 시점부에 설치된 

LoRa 센서노드 단말과 약 1Km 거리의 종점부에 설치된 센서

노드 Table 2와 같이 모두 최소 –125dBM 이내의 신호세기

(rssi)를 유지하였다. 또한 신호세기(SF: Spreading Factor)에 

Fig. 11  Data flow of LoRa sensor network’s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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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송률이 달라지는 LoRa ADR(Adaptive Data Rate)특성 

하에서, 시점부 케이블 장력계(acc-start) 단말은 DR5를 지속

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종점부 케이블 장력계 단말 및 

non-LOS 환경의 시점부 DAQ 단말 및 종점부 단말 DAQ도 

DR4 이상의 양호한 신호세기 값과 데이터 전송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2  Signal strength and data rate of sensor node of test bed 

Sensor Node Average rssi (dBm) LoRa Data Rate (DR)

acc-start -85 5

acc-end -115 4, 5

daq-start -100 4, 5

daq-end -120 4, 5

2.5.2 LoRa 센서네트워크 전송 성공 확률 결과

LoRa LPWAN은 비면허 ISM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

이 발생할 수 있고, 신호가 성공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

다. Ferran에 따르면 페이로드의 크기,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단말의 갯수에 따라 수신 성공률이 차이를 보이며 페이로

드의 크기가 클수록, 단말의 개수가 클수록 수신 성공률이 떨어

진다. 또한 수신 성공률은 LoRa 모듈의 Confirmed, Unconfirmed 

두 가지 전송 모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Test Bed에서는 Confirmed 전송 모드를 채택하여 전송 실패

시 계속 전송을 시도하도록 하였으며, Table 3과 같이 시점부, 

종점부 DAQ 단말에서 각 1,000개의 계측 데이터를 송신했을 

때, 수신 성공률을 제시하였다. Test Bed의 경우 LoRa 단말이 

총 5개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트래픽 혼잡이 낮지만 대상 DAQ 

단말이 일반적인 교량 계측 데이터의 데이터 전송 빈도보다 많

은 횟수로(분당 1회) 전송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일 교량의 

구조 건전성 파악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구축에는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Number of transmission trial for DAQ terminal devices 

Number of Trans. Trial DAQ(start) DAQ(end) Average

1st 
914

(91.4%)

920

(92%)

917

(91.7%)

2nd 
65

(0.65%)

61

(0.61%)

63

(0.63%)

3rd 
5

(0.05%)

3

(0.03%)

4

(0.04%)

4th
0

(0.00%)

2

(0.02%)

1

(0.01%)

5th more
16

(0.1%)

14

(0.04%)

15

(0.07%)

Total 1000 1000 1000

2.5.3 LoRa 센서네트워크의 정확도

LoRa 센서네트워크에서 수신데이터의 정확도는 전적으로 

연결된 센서의 정확도에 따른다. 데이터 정확도 검증을 위해 

송신된 원시데이터는 LoRa 스마트센서노드의 SD-card 외부 

저장장치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테스트베드 결과를 통해 비교 

결과, LoRa 무선 통신을 통해 저장장치에 데이터와 수신된 데

이터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2.5.4 LoRa 센서네트워크의 동기화 처리

다수의 센서로 이루어진 센서네트워크의 경우 각 센서의 동

기화가 중요하다. LoRa 네트워크는 LoRa 게이트웨이로부터 

다운링크에 Time TAG가 포함되어 있어, 게이트웨이로부터의 

수신된 표준시간으로 동기화가 가능하나 GPS 모듈을 장착한 

경우에 가능하고, GPS모듈이 없는 게이트웨이는 표준시간에 

대한 동기화가 어렵다. Test Bed에 사용된 Tektelic 게이트웨이

는 GPS 모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게이트웨이 다운링크를 

통해 시간 동기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LoRa 센서노드에 포함

된 RTC(Real Time Clock)을 통하여 동기화를 수행하였다. 하

지만 RTC 배터리의 방전 등으로 표준시간에 대한 오차가 발

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본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나 LoRa 통신 모듈 업데이트를 서버를 통한 동기

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2.5.5 LoRa 센서네트워크의 자가망 구성에 따른 경제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LoRa 기반 교량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LTE, NB-Iot 등 상용 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 방

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 칩셋 가격이 저렴하며, 비면허 통

신 대역인 ISM 대역의 LoRa LPWAN 통신을 사용함으로 인해 

자가망 기반의 센서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여 무선 통신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어서 기존 유선, 근거리통신 기반 WSN 그리고 

상용망 기반 센서네트워크 통신 방식에 비하여 저렴하게 센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하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교량의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기반 LoRa LPWAN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위

해 MEMS 기반 통합센서보드, 기존 센서 및 계측기 신호 입력

을 위한 DAQ 보드, 분산처리를 위한 스마트센서노드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LoRa 네트워크 및 어플리

케이션 서버를 구축하였다. 또한 LoRa LPWAN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해 영광대교에 Test Bed를 구축하고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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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Bed 모니터링 성능분석결과, 총 5개의 센서노드 및 7개

의 센서로 구성된 센서네트워크는 정확성, 신호전송율, 경제

성, 설치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에서 교량 구조건전성 모니터

링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의 LoRa 센서네트워크를 교량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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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사물인터넷 기반의 센서네트워크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교량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본 연

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통신의 하나인, LoRa LPWAN 기반으로 교량 구조건전성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케이블 장

력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보드, 기존 계측 센서들과 함께 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DAQ 보드, 데이터들 처리하고 LoRa 통신을 

위한 스마트센서노드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본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해 영광

대교에 Test Bed를 구축하여 교량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네트워크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Test Bed 검증 결과 

LoRa LPWAN 기반 센서네트워크는 데이터 전송률, 정확도, 경제성면에서 교량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의 기술 중에 하나로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교량구조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반 시설물에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보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용어 : 사물인터넷, LoRa LPWAN, 무선센서네트워크,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