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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세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와류의 작용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와류를 일으키는 인자에는 흐름조.

건 흐름의 변화 하상재료 그리고 교각의 형상 등이 있다 그러나 세굴현상은 이들 인자 외에도 다른 원인, , , .

들과 함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리 및 수치모형실험으로는 정확한 세굴을 규명하기 힘들다.

최근 국내에서는 보다 정확한 세굴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간 세굴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맞추.

어 실시간 세굴모니터링을 위해 초음파 세굴심 측정 센서가 개발되었는데 이 센서는 수공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어 평수 시뿐만 아니라 홍수 시에도 세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센서에 사.

용된 초음파는 반사면에 따라 반사파의 특성이 달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음파의.

성질에 착안하여 초음파 세굴심센서를 이용한 하상재료 판단에 대한 실내실험을 실시하였다 주로 하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입자를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으로부터 획득된 초음파의 반사파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료를 분류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의 현장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의.

자료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실시간 세굴모니터링 초음파 세굴심 센서 하상재료핵심용어 실시간 세굴모니터링 초음파 세굴심 센서 하상재료핵심용어 실시간 세굴모니터링 초음파 세굴심 센서 하상재료핵심용어 실시간 세굴모니터링 초음파 세굴심 센서 하상재료: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하상재료는 세굴예측을 위한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상재료를 판단하는 것은 세굴을 예측하

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세굴예측을 위해서는 하상재료를 채취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등의 장. GRP

비를 이용하여 교각주위 하상재료의 구성을 판단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초음파 세굴심 센서인 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하상재료를 판단할UDM200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은 세굴심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무선인터넷 환. UDM200

경으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초음파는 반사파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면 반사체의 분류까지 가능해진다 반사체가 다르면 반사파도.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초음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을 세굴심 센서의 기능. UDM200

과 함께 하상재료를 판단하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무선으로 자료를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작업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정회원 주 데이타피씨에스 부설연구소( ) E-mail : ybkim@datapcs.co.kr

** 정회원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E-mail : yeo@mju.ac.kr

*** 정회원 주데이타피씨에스 대표이사( ) E-mail : jklee@datapcs.co.kr



실험개요실험개요실험개요실험개요2.2.2.2.

초음파 세굴심 센서초음파 세굴심 센서초음파 세굴심 센서초음파 세굴심 센서2.1 : UDM2002.1 : UDM2002.1 : UDM2002.1 : UDM200

초음파 세굴심 측정 센서인 은 실시간 교량용 센서로 개발되었다 이 센서는 하상으로 음파를 방UDM200 .

출한 다음 되돌아온 시간을 거리로 환산한다 은 연속하여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한 지점에 설치하여, . UDM200

계속하여 측정한다면 세굴심의 변화도 측정이 가능하다.

초음파는 센서로부터 방출이 되면 일정한 각으로 퍼지게 된다 초음파가 하상에 닿기 전에 퍼짐 각도 내.

에 물체가 있다면 거리측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은 퍼짐 각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교각이나 기타. UDM200

수공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 측정가능 범위는 이며 정확도는. UDM200 0.6m 60m～

해상력은 이다 또한 이 센서는 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상의 변동상태를 자세2mm, 1mm . 170kHz

히 관찰할 수 있다 표 은 의 제원이다. 1 UDM200 .

표 의 제원표 의 제원표 의 제원표 의 제원1. UDM2001. UDM2001. UDM2001. UDM200

시료의 선정시료의 선정시료의 선정시료의 선정2.22.22.22.2

실내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주로 하상에서 접할 수 있고 하상재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점성토지반의 실험을 위하여 와 의 평균지름을 가진 규조토를 사용하0.14 m 0.074mmμ

였다 모래지반의 실험을 위해 와 의 평균지름을 가진 입자를 사용하였고 자갈지반의 실험을. 0.25mm 2.5mm ,

위해 의 지름을 가진 입자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호박돌을 사10.0mm, 13.0mm 40.0mm .

용하여 암석지반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호박돌은 규조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

제어프로그램제어프로그램제어프로그램제어프로그램2.32.32.32.3

그림 는 전용 제어프로그램을 통하여 반사된 초음파를 획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프로그램은2 UDM200 .

으로부터 얻은 시간자료를 거리로 환산하는 기능을 하며 원격으로 센서의 설정 값을 변경하는 역할UDM200

도 수행한다 그림의 그래프는 반사된 초음파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그래프는 하상의 상태에 따라 달.

라진다 이 그래프에서 센서와 바닥과의 거리는 첫 번째 의 시작점이다. echo .

이 프로그램에서 위의 그래프는 축은 바닥과의 거리를 축은 초음파의 반사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x , y .

의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사강도를 색으로 표현하였고 축은 시간을 나타낸다x .

실험수조실험수조실험수조실험수조2.42.42.42.4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수조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투명색의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의 최. UDM200

소 측정거리는 이고 초음파의 퍼짐각은 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수조 벽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높이0.6m 7.5°

Operation Range 0.6～ 60 m

Accuracy 0.3%(@ FS Range 25 ) or 2mm

Sensor Output RS485

Resolution 1 mm

Cable Length Maximum 200 m

Frequency 170 kHz

Beam Angle 7.5°

Power Supply DC 12 V

Operation Temperature -30 60



폭 로 제작하였다120cm, 50cm .

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 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 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 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 그림 제어프로그램 시료높이2(a). ( :5cm) 2(b). ( :15m)2(a). ( :5cm) 2(b). ( :15m)2(a). ( :5cm) 2(b). ( :15m)2(a). ( :5cm) 2(b). ( :15m)

실내실험실내실험실내실험실내실험3.3.3.3.

예비실험 실시예비실험 실시예비실험 실시예비실험 실시3.13.13.13.1

초음파는 바닥의 성질에 따라 일정 깊이를 투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의 높이를 너무 낮게 하여 실험.

을 실시하면 초음파는 시료를 투과하여 수조바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비실험을 통해.

의 주파수를 가진 초음파의 투과정도를 알아보도록 하였다170kHz .

그림 는 평균지름 의 모래를 이용하여 시료높이 와 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2 0.25mm 5cm 15cm

다 예비실험은 시료높이 그리고 에서 실시되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1cm, 2cm, 5cm, 10cm, 15cm . 2(b)

시료높이 에서 실시한 결과 더 이상 수조바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에서15cm . 2(a) echo

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초음파가 투과하는 과정에서 시료와 성질이 다른 물체에 반사되었기 때문이

다.

본 실험 실시본 실험 실시본 실험 실시본 실험 실시3.23.23.23.2

초음파는 시료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반사파로 나타나며 그 다른 정도

도 시료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래프 상에 나타나는 반사강도는 시료마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 .

하여 얻은 자료의 반사강도와 분산정도를 이용하면 각 시료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방법은 먼저 시료를 의 높이로 채운 다음 고르게 펴고 높이의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다15cm , 120cm .

그리고 을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의 데이터 전송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한 다음UDM200 UDM200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한 시료에 대한 실험은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약 분간. 10

지속되었다.

그림 는 실험으로부터 획득된 개의 자료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한 것이다 전혀 외부의 영향이 없는3 200 .

상태에서 실시되었으나 개의 그래프는 서로 다르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검은색의200 .

그래프는 개의 자료에 대한 평균값이다200 .

실험결과의 분석은 그림 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검은색 그래프의 면적을 반사3 . ‘

강도 검은색 그래프와 개 그래프와의 면적 차이를 합하여 분산도로 표현하였다 적분구간은 첫 번째’, 200 ‘ ’ .

의 시작점에서 두 번째 의 시작점까지이다 표 는 각 시료별 반사강도와 분산도이다 그림 는 표echo echo . 2 . 4

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시료의 입자가 작고 편평한 바닥을 이룰수록 반사강2 . 4

도는 커지고 분산도는 작아진다 이와 반대로 시료의 입자가 크고 고르지 못한 바닥을 이룰수록 반사강도는.

약해지며 분산도는 작아진다.

이와 같이 각 시료는 그림 의 그래프에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시료별 분류가 가능해졌다4 .



즉 을 하천 상에 설치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그림 의 그래프 상에서 하상의 상태를 쉽게, UDM200 4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시료별 반사강도와 분산도 값표 시료별 반사강도와 분산도 값표 시료별 반사강도와 분산도 값표 시료별 반사강도와 분산도 값2.2.2.2.

구분구분구분구분

시료시료시료시료
E1E1E1E1 V1V1V1V1

구분구분구분구분

시료시료시료시료
E1E1E1E1 V1V1V1V1

bare acryl 1120.5 779.0
gravel 13
(13mm) 337.2 873.5

layer silt
(0.14 m)μ

939.7 348.9 rock 323.7 1078.9

fine sand
(0.25mm)

715.2 238.9 gravel 40
(40mm)

215.2 555.2

coarse sand
(2.5mm) 578.0 532.3 silty-rock 109.8 81.8

gravel 10
(10mm) 509.2 229.2 sandy-rock 107.7 41.2

silt
(0.074mm) 452.1 237.1

그림 획득된 반사파 자료그림 획득된 반사파 자료그림 획득된 반사파 자료그림 획득된 반사파 자료3.3.3.3.

그림 결과분석그래프그림 결과분석그래프그림 결과분석그래프그림 결과분석그래프4.4.4.4.

현장자료와의 비교현장자료와의 비교현장자료와의 비교현장자료와의 비교4.4.4.4.

실험결과의 현장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년부터 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마포대2004 UDM200

교 에서 년의 홍수 전 홍수 시 홍수 후 획득한 자료와 비교하였다P19 2004 , , .

이 부근의 하상은 대부분 모래와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년 홍수 시 이 지역의 유속은 로2004 0.95m/s

유의할 만한 세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는 실험결과 그래프와 마포대교의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홍수. 5 .

전 센서가 획득하고 있는 자료는 실험결과 그래프에서도 모래와 점토영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UDM200

며 홍수 시에는 분산도가 커지면서 반사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홍수 시 유속이 약간.

증가하여 모래보다 조금 큰 입자들의 유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래프 상에서도 실제의 현상과 유사

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모래보다 큰 입자의 유입은 없을 것이며 다시 홍수전과 같이 모래.

와 점토의 영역에 위치하였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는 세굴 예측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하상재료를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초음파 세굴심 센서인



을 이용하여 하상재료를 분류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각 시료에 따른 초음파의UDM200 .

반사강도와 분산도를 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각 시료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현장‘ ’ ‘ ’ .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현장으로부터 획득한 자료와 비교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초음파 세굴심센서를 이용하여 세굴심을 측정함과 동시에 간접적인 하상재료의 판단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된 실험은 매우 좋은 조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흐름과 유사의 이동이 있는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현장자료와의 비교그림 현장자료와의 비교그림 현장자료와의 비교그림 현장자료와의 비교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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