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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1990, Korea building contractors were indifferent maintenance management cause focus 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before construction collapsed. Currently, structures monitoring systems are 

restrictive on large structures. Structures monitoring systems are limited many old and small structures 

in the whole nation. Recently, we make efforts application Ubiquitous technology as like sensor, sensor 

network system, an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in construction.

  This paper applies bridge management system using Ubiquitous skill which is real-time monitoring 

report off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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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한 계측  모니터링은 구조물의 안정성 별을 한 구조해석과 재해

방을 한 시설물의 상태감시에 한 기본 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측정결과에 한 신뢰성은 반 인 

시스템의 운용상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교량의 경우 장 교량을 심으로 계측 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며, 구조물의 상태, 안

을 한 진단 시스템을 해 구조물에 계측 센서를 내장하고 이를 이블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상시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량 계측시스템은 주로 장

교량 주의 특정 시설물에만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선 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 구축비용

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과 구조물마다 개별 시스템 용으로 통합 리의 어려움  오류 발생시 치 악 

 수정작업이 곤란하다는 등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한편, 최근 고속 정보통신의 발달과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로 기존의 유선 방식에서 설치  리의 효율성이 높은 무선 방식의 제어 감시 시스템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는 사회 반 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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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산업  효과가 큰 건설분야에 용할 경우 많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에 하여 살펴보고, 기존의 유선기반

의 교량 계측시스템의 단 을 극복하고 교량의 효율 인 리를 하기 하여 무선통신 기반의 구조물 실시

간 계측과 동시에 계측 값이 한계 값을 과하 는지 구조물의 안정성을 자동 으로 단, 과 시에는 

한 지능형 액 에이터를 연계해주는 지능형 교량 계측시스템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유비쿼터스 컴퓨팅  

2.1 유비쿼터스 

‘도처에 려있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구라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고, 편리하고,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1991년 제

시된 유비쿼터스는 최근 정보 명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발 이 되고 있으며, 각 나라별로 특성에 맞는 유비

쿼터스 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유비쿼터스의 발 기술  용 사례들이 보단계에 있으나 

각 분야의 문가들의 발  모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보공간(U-Space)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한, Mark Weiser가 제시한 것처럼, 암묵 인(Calm), 비가시 인

(Invisibilty)인 형태로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 정보서비스의 무한한 복잡성 속에서 스스로 맞추어 살아가

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기술  각종 IT기술을 발 으로 휴 용 기기는 소형화 되고, 이러한 기기들은 우

리 삶의 부속품으로서 자유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도구가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사물들은 그 활용도에 따라 크기를 막론하고 컴퓨터가 이식되어 임베디드

(Embedded)형태의 기기로서 발 이 되고, 모든 사물이 서로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킹이 가

능한 Object-Computer로 발 할 것이다.

그림 1. 유비쿼터스의 개념

2.2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USN은 여러 개의 센서 네트워크 field가 gateway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센서 

노드들은 가까운 수신기로 데이터를 송하고 수신기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리자에게 달하게 된다. 

송되는 데이터는 성통신,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송될 수 있으며, 이런 Access Network는 기존의 인

라를 이용한다. 체 인 USN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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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SN 시스템 구성도

3.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 계측 시스템 구성

교량에 어떠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교량의 거동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거동의 변화  외력을 측정하

기 하여 서해 교, 안 교와 같은 특수교량에서는 진동센서, 가속도 센서, 풍속센서, 스트 인 센서, 변  

센서, 압력센서, 조도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되고 있다. 

교량의 거동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센서노드에서 감지를 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Zigbee

통신을 통하여 지능 으로 에 공지를 하게 되며 더 이상의 교통차량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하여 차

단기를 작동하게 된다. 이때 측정된 Data는 수신기(Gateway)를 통하여 해당 리자의 핸드폰, 건교부의 

Database, 해당 공서로 보내어지며 이에 한 분석을 시행하게 되고 DB를 구축하게 되어 구조물의 이력

을 자동으로 리하게 된다. 

3.1 시스템 개요

그림 2.와 같은 시스템은 센서를 이동하고 교체하기에 간편하며, 센서가 부족할 경우 타 구간의 유지 리

가 필요할 경우 센서를 추가하기에도 수월하다. 한, 설치비  시간 낭비가 없고, 시 공간 인 제약도 없다. 

무엇보다 건축 구조물의 신기술 결합이 건설산업에 큰 발 을 가져다  것으로 기 되어진다. 유비쿼터스 

지능형 교량의 일반 인 시스템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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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개요

3.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량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어느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량의 안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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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력 평가 및 차량의 통과하중을 고려하여 분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량에 문제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유관기관 및 관리자에게 긴급 알람 문자 메시지

(SMS)가 전송이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구조물의 이력 D/B를 구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량시설물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현

황 및 교량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선통신(Ubiqitous) 컴퓨팅 기술

을 접목한 교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무선통신 센서 기술을 응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유선 센서 시스템에 비교하여 공사기간의 단축, 설치비용 절감 및 

운용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통신 산업 분야의 기술을 도입, 상품화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초장대 교량 등의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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