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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developement health & disaster monitoring measurement using 

ubiquitous active communication digital datalogger system for monitoring measurement of railway 

construction sites. For the replacement of current passive data communication, ubiquitous active 

communication digital datalogger system is studied for the first time with in a country. Therefore 

data communication method and analyzing program of automatic measurement data is developed 

for the global positioning automatic digital datalogger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ing both real time automatic monitoring measurement and health & disaster monitoring  

measurement of railway structures.

-------------------------------------------------------------------------------------------

1. 서론

   현재 철도구조물의 재난감지용 각종 계측은 계측서버가 고장 나면 계측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수 있

으며, 특히 원격측정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DMA 모뎀을 이용한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은 제한된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수많은 곳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중처리 기능 부족과 긴

급상황시 GPS 위치추적 기능등이 없으므로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에 필요한 광범위한 계측 데이터 

및 위치정보등을 전송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

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GPS를 내장한 위치추적 데이터로거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가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철도구조물 이외에도 각종 토목구조물에 적용되어온 수동형 통신 방식과의 

연계를 통해 정밀한 건설계측 및 재난감지용 계측에 계측데이터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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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의 재난감지용 자동계측시스템

  국내외의 재난감지용 자동계측 기술 현황으로 현재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동 계측시스템에는 

수동형 통신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건설계측기는 측정기, 센서, 신호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측정은 각각 센서의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 로거에 측정 및 저장되는 시스템이

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데이터로거는 국외제품의 모방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 일방향 통신만 지원하는 수동형 데이터로거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운 최신 통신 기술을 접목한 측정기기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

스 기반 통신의 재난감지용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데이터로거 계측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철도 건설현장 및 유지관리 현장등 실시간 광범위한 계측데이터 및 위치추적에 

필요한 각종 계측 및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측정기도 개발하는 것이다.

3.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재난감지용 능동형 데이터로거 시스템

  3.1 재난감지용 능동형 데이터로거

  현재 각종 철도 구조물의 계측은 데이터로거에 명령을 전송하여 측정/저장된 데이터를 입력받는 수동

형 데이터로거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계측서버가 고장 나면 계측관리가 불가능하며, 특히 

원격측정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DMA 모뎀을 이용한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은 전화번호에 의한 

1:1 통신을 처리하므로 수많은 곳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중처리 기능이 부족하며,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급격한 통신량 증가로 해당 기지국의 기능이 정지될 경우 재난 상황을 감지하

고 긴급 대처에 필요한 계측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동형 통신 및 능동형 통신을 지원하는 양방향 통신 즉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각종 토목구조물(철도, 도로, 해양 구조물, 

공항, 댐, 사면)에 관리되어온 수동형 통신 방식과의 연계를 통해 정밀한 건설계측에 의한 안정성 확보 

및 재난감지에 본 기술개발이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기술개발에 적용되는 데이터로거가 갗추어야

할 이상적인 기본사양은 데이터로거 일반사항, 자료처리부, 자료변환부, 자료전송부, 시스템 전원제어기, 

태양전지판, 축전지, GPS 시스템, CDMA 무선데이터 전송장치등이다. 이러한 재난감지용 능동형 데이

터로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능동형 데이터로거를 이용

하여 계측 데이터를 다중처리함으로써 재해, 재난의 예방 및 건설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는 능동

형 계측 시스템은 능동형 데이터로거 및 웹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능동형 데이터로거는 센서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전송받아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계측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고, 웹 데이터베이스

는 능동형 데이터로거로부터 계측 데이터를 전송받아 저장하고 미리 설정된 관리자 단말로 데이터를 제

공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관리자 단말에서 데이터로거로의 계측 데이터 전송 요청 없이도 관리자 단말

이 계측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열악한 건설 현장 환경 및 극한 기후 환경에서도 관리자 단말이 

측정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기존의 수동형 데이터로거에 의한 계측시

스템과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에 의한 계측시스템에 의한 

계측 데이터 전송 구성도와 개발된 능동형 계측 시스템의 적용에 의한 재난감지 시스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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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에 의한 데이터 전송 구성도

그림 2.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 시스템에 의한 재난감지 

시스템 구성도

  3.2 능동형 데이터로거의 개발  

  본 연구에서의 능동형 데이터로거의 기술개발은 수동형 통신 시스템을 능동형 통신 시스템으로 개선 

즉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털 센서 측정 데이터로거 시스템을 능동형 시스템으로 개발 적용하였으며, 다

양한 통신 방식 즉 기존의 유∙무선 수동형 통신과 TCP/IP 인터넷, 인공위성을 이용한 능동형 통신 시

스템 구축을 가능토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능동형 디지털 데이터로거는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아날

로그, 디지털, RS-232C 등 다양한 출력방식의 센서와 접속이 가능하여 센서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신호 

처리부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정렬하며, 측정된 계측된 데이터는 RS-232 

Interface를 CDMA 단말기(핸드폰모뎀)로 전송이 가능하고, 관리용 PC에서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TC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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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또는 전송로를 통해 명령어를 전송하며, 메인 컨트롤 유닛의 시각은 GPS 시각으로 1회/24시

간 보정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능동형 데이터로거의 메인보드는 방수, 방폭 처리가 되어 있으

며, 데이터로거는 결선판과 분리가 쉽게 되어 있다. 또한 외부의 습기, 염분, 먼지 등 이물질로부터 데이

터로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데이터로거 교체시 센서들을 모두 해체할 필요 없이 데이터로거만 쉽

게 교체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의 데이터전송은 CDMA 통신을 이용하여 자료를 

무선 송수신하며, 양방향 통신을 지원함으로 원거리에서도 데이터로거의 감시 및 설정을 변경하거나 원

시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능동형 데이터로거이다.  

               

             그림 3. 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

  3.3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재난감지용 데이터로거 시스템의 성능 검증

  본 연구에 의하여 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GPS 위성

통신 및 CDMA 통신 시험을 실시하였다. 즉 GPS 위성통신 모듈을 적용하여 통신 시스템 호환성 및 데

이터 통신 여부 시험 및 CDMA통신 모듈을 적용한 CDMA통신 시스템 호환 시험을 수행하여 성능검증

이 이루어졌다.

4.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재난감지용 데이터로거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의 현장적용성 검증작업을 다음

과 같이 수행하였다. 즉 적용 현장은 구경춘선 하천에 위치한 기존 철도 교량 교각과 신경춘선 복선전

철 노반공사 현장의 하천에 위치한 라멘교이다. 그림 4는 철도차량하중 통과시 구경춘선 하천에 위치한 

기존 철도교량 교각에 설치된 데이터로거와 계측기의 모습이고, 그림 5는 본 철도교량의 교각 구조물 

경사치 측정을 위해 적용한 구조물 경사계, EL Beam 및 개발된 데이터로거이다. 그리고 그림 6은 신

경춘선 복선전철 라멘교에 적용한 구조물 경사계, EL Beam 및 개발된 데이터로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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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구경춘선 하천에 위치한 기존 철도교량 교각에 설치된 데이터로거와 계측기

    그림 5. 교각 경사치 측정을 위해 적용한 구조물 경사계, EL Beam 및 개발된 데이터로거

    그림 6. 신경춘선 복선전철 라멘교에 적용한 구조물 경사계, EL Beam 및 개발된 데이터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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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이 연구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재난감지용 능동형 데이터로거의 철도구조물의 구조

물 경사측정 현장에의 적용성 검증 수행결과, 연구 개발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 

시스템의 완전한 작동 즉 본 디지털 데이터로거에 의한 철도 교각 경사측정치의 디지털 자동계측이 현

장에서 완벽하게 작동 처리됨을 검증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각종 철도구조물의 각종 정밀한 계측 및 재난감지용 자동계측을 위하여 최근에 개

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자동계측 데이터로거 시스템중에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계측기법을 연구개발하였다. 즉 최근에 개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자동계측 

데이터로거 시스템중에서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를 장착한 계측시스템을 이용한 실

시간 자동계측기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데이터로거 방식중에서 기존의 수동형 혹은 일방향 통신방식

을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기법 및 자동계측 

분석 프로그램을 연구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유비쿼터스 기반 통신의 능동형 데이터로거 시스템을 이용

한 자동계측을 철도구조물의 계측에 실적용한 결과 아주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각종 철도구조물에 대한 계측시 위치추적기능을 가진 실시간 자동계측과 재난감지용 각종 계측에 안정

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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