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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의 안 한 리를 하여 진동 방식 센서를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Zigbee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구 한 변형측정기는 진동 방식 센서를 

구동하여 출력되는 신호의 주 수를 측정하여 변형을 계산하고, 변형 측정에 있어 요구되는 온도 보상을 한 

온도를 측정한다. 2축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변형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개발한 변형측정기에는 보다 효

율 인 모니터링을 하여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다. 실험을 통하여 개발한 진동 방식 변형측정 시스템이 원

격모니터링에 효과 임을 확인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ystem using vibrating wire sensor and zigbee wireless network has been implemented to monitor and manage 

the structure. The implemented strain controller drives vibrating wire sensor and computes strain from measuring frequency of the 

output signal. Temperature sensor is included to compensate strain by temperature. Using two axis acceleration sensor of strain 

controller can measure the direction of strain or deformation. To measure strain more effectively,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function is included in this device. As results of experiments, it is shown that the developed system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measure strain of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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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이 발 하면서 건축 구조물들은 더욱 거 화되

어 가고 있으며, 유럽, 일본 등에서는 구조물의 안  

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주로 변형률 

기반의 구조 반응 모니터링이 수행된다. 변형률로부터 

부재의 최  응력 는 부재력 수 을 결정하고 설계 

기 에 의하여 부재의 허용 응력 는 설계 강도와의 

비교에 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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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안  진단에는 크랙(crack), 구조물의 기

울기, 비 괴 검사 등이 있으며, 크랙 는 변형에 

한 측정은 구조물의 안 과 직결되는 아주 요한 요

소이다. 크랙 는 변형을 측정하기 하여 진동 방

식 센서 는 기 항식 센서가 사용된다. 기 항

식 센서는 사용하는데 편리한 이 있지만 출력신호

가 미약한 DC 압이기 때문에 외부의 기 인 잡음

이나 자 에 의한 계측 오차가 발생하며, 박  항 

스트 인 게이지 부착용 착제의 시간 경과에 따라 

화학  상태 변화가 발생하여 게이지 부착성이 하

될 수 있기 때문에 년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진

동 방식 센서가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동 방식 센서를 이용하여 발 소,  등의 변형

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터 의 

변형을 측정하기 하여 다수의 진동 방식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2,3]. 기존의 크랙  변

형 측정기는 단순 변 만 측정하여 실제로 요한 크

랙의 진행 방향에 해서는 육안식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진동 방식 센서를 고정하여 설

치하고 휴 용 계측기를 이용하여 직  측정하는 방

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UHF(740 MHz) 무선통

신을 이용하여 로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

되기도 하 다[4]. 

구조물의 안 진단과 변형에 한 응을 해서는 

변형 측정뿐만 아니라 변형의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교량, 항만, 교통 시설물, 그리고 건축

물의 안 리를 하여 텔 메트릭스(telemetrics)의 

표 으로 IEEE 1451에서는 네트워크와 트랜스듀서

(transducer) 간의 표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구조

물 등의 안 진단에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IEEE 

1451의 무선 네트워크 표 인 Zigbee를 용한 변형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의 상태를 보다 효율 으로 

진단하기 하여 진동 방식 센서와 가속도센서를 이

용하여 구조물의 변형과 변형 진행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변형측정기와 모니터링 로그램을 개발하 다. 

변형측정기(strain controller)는 진동 방식 센서와 마

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측정한 변이를 Zigbee 무

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하고 원격지에서 모니

터링 할 수 있다. 변형측정기는 진동 방식 센서를 구

동하여 출력되는 신호의 주 수를 측정하여 변형을 

계산한다. 2개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변형 방향을 

측정함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구조물의 안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진동 방식 센서의 온도 변

화에 한 보상을 하여 온도 측정 기능이 있다. 실

험을 통하여 개발한 변형측정 시스템이 효과 으로 

구조물 안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Ⅱ. 진동 방식 센서와 센서 네트워크

2.1. 진동 방식 센서

진동 방식 센서(vibrating wire type strain gauge)

는 물리량의 변화에 따라 탄성체의 고유 진동수가 변

화하는 상을 이용한 센서로써 탄성체의 고유 진동

수는 품질계수(Q factor)가 높기 때문에 재 성, 분해

능  안정성이 좋지만 입출력 계가 비선형이기 때

문에 신호처리가 복잡하다. 

그러나, 변이에 하여 주 수 변화가 발생하기 때

문에 AD변환  디지털시스템에서의 처리가 용이하

다. (wire), 음자, 복합음차, 원   원통 등의 진동

자가 하  압력, 변 , 각도 변형률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진동 방식 센서는 기  변환기가 아니라 

기계 인 변환기이다. 진동 방식 센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진동 방식 센서의 기본 구조
Fig. 1 Basic structure of virbrating wire type sensor

진동 방식 센서는 진동 (vibrating wire, 경강선)

을 센서 구조에 맞게 랜지 등의 고정단에 일정한 

장력을 가하여 고정시키고 자력을 형성시킬 수 있

는 마그네틱 코일(flucking coil)을 진동 에 치시켜 

출력장치에서 마그네틱 코일에 신호를 입력하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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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이 형성되어 진동 을 진동시킨다. 진동 은 진

동이 발생하고 마그네틱 코일을 통한 공진 주 수로 

측정되어 출력장치에 당 진동수(frequency)로 표시

된다.

진동수는 의 길이, 장력, 도, 력가속도, 탄성

계수, 변형률로 식 (1)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진동수, 은 의 길이(cm), 는 

의 장력(tensil force, ), 는 력가속도

(gravitation acceleration, sec), 는 의 도

(density, ), 는 의 탄성계수(elastic 

modulus, ), 은 의 변형률(strain)이다.

의 변형률은 식 (2)와 같이 의 자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2)

의 진동수를 측정하여 의 변형률 는 이 고

정된 두 지  사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림 2는 종래의 진동 방식 센서를 이용한 휴 형 

변형 측정장치이다. 

그림 2. 휴 형 진동  센서와 계측장치
Fig. 2 Portable vibrating wire type sensor and 

measurement device.

변형이 발생하거나 구조물의 주요 치에 진동 방

식 센서를 부착하고 계측장치를 연결하여 측정한 결

과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직  센서가 설치된 

치로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치의 변형을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 하기 한 단말기가 필요하다.

2.2. Zigbee 무선센서 네트워크

무선센서 네트워크 WSN(wireless sensor net-

works)는 센서뿐만 아니라 구동기(actuator)도 포함하

는 제어계측용 무선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종래의 이더넷, 직렬통신, 필드버스 등의 

유선 네트워크를 치환하는 것뿐만아니라 제어계측 분

야에서 종래의 유선방식에서 다루기 어려운 응용분야

와 새로운 통신 인 라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일반 으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이더

넷 백본(backbone), 직렬통신, 필드버스 등의 유선 네

트워크와 속된다. 계측제어 데이터 액세스 단말 기

능을 담당한다.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무선통신 표

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Zigbee 표 이다. Zigbee

는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용하는 속 통신의 무선 

PAN(private area network)으로 2003년 IEEE에 의하

여 IEEE802.15.4-2003 규격으로 승인되었다[5]. IEEE 

802.15.4의 규격 범 는 물리층과 미디어 액세스층뿐

이고 상  로토콜은 Zigbee 연합(zigbee alliance)에 

의하여 별도로 개발되고 있다. 표 1에는 WiFi, 

Bluetooth 그리고 Zigbee의 무선규격을 비교를 나타내

었다.

IEEE규격 802.15.11b 802.15.1 802.15.4

일반명칭 WiFi Bluetooth Zigbee

주 수 2.4 GHz 2.4 GHz 2.4 GHz

변조방식 CCK, PBCC GFSK O-GPSK

확산방식 DSSS FHSSS DSSS

통신거리 100 m 10 m 30 m

통신속도 11 Mbps 1 Mbps 250 kbps

노드수 32 7 65,536

스택용량 1 MB 이상 250 kB이상 16-128 kB

자수명 수시간 수일 수년

응용 무선LAN 무선음성 제어계측

표 1. 무선규격 비교
Table 1 Comparison wireless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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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802.15.4 규격은 가 제품 무선통신의 표 화

업계 단체인 HomeRF 워킹그룹이 제안한 HomeRF 

lite 규격으로부터 용한 무선통신 로토콜이다. 

IEEE 802.15.4 가 이용 가능한 주 수 역은 868 

MHz(유럽), 915 MHz(북미)  2.4 GHz( 세계)의 3 

종류가 있다. IEEE 802.15.4 Zigbee 규격은 낮은 통

신속도, 낮은 력소비  비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Zigbee 기반 변형측정기 설계  구

3.1. 변형측정기 설계  구

그림 3은 구조물 변형측정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진동  센서의 주 수를 측정하여 변형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변 온도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변 온도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기 하여 온도센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 구조물 변형측정 시스템의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strain measurement system 

of a structure.

변형측정기는 ATMEL사의 AT90CAN128 MCU를 

이용하여 구 하 다. AT90CAN128 MCU는 시리얼

통신과 CAN통신을 지원한다. 최근 CAN통신은 방재

센서네트워크 표 인 IEEE1451에 포함되었다. 개발한 

변형측정기의 유선네트워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CAN 기능을 포함하도록 설계하

다. 는 Zigbee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제어 펄스를 발생하여 센서의 을 진동시키고 

의 진동을 30에서 3,500 Hz 범 의 주 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Y축과 Z축 기울기센서의 출력

을 AD변환하여 구조물의 변형 방향을 측정한다. AD

변환기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부착된 온도센서로 주변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 보상을 한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측정한 데이터(변형률, 기

울기, 온도)를 LCD패 을 통하여 표시한다.

3.2. Zigbee 무선센서 네트워크 구성

측정된 변형, 주변 온도, Y, Z 축의 기울기 데이터

를 Zigbee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한다. Zigbee모듈은 

(주) 이디오펄스사의 MG2455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MG2455는 IEEE 802.15.4와 Zigbee 사양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250 kbps 데이터 송을 기본으로 하고 

500 kbps 는 1 Mbps의 개별 응용도 지원한다.  개

발한 Zigbee 모듈은 변형측정기에 연결된다. 

그림 4는 변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한 흐름도

이다. 리자 노드(administrator node)는 원을 켜면 

Zigbee 코디네이터로서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기동시

킨다. 

그림 4. 데이터 모니터링을 한 흐름도
Fig. 4 Data monitoring flowchart.

변형측정기 노드는 원을 켜면 자동으로 비콘 요

구를 로드캐스트하여 주변의 네트워크를 찾는다. 코

디네이터는 비콘 요구를 받으면 비콘을 발행한다. 변

형측정기 노드는 수신한 비콘으로 주변에 있는 코디

네이터 노드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네트워크 참가를 

코디네이터에 신청한다. 변형측정기 노드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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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가 허락되면 리자 노드로 변형측정 데이터 

송할 비를 하고 기 상태에 들어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방의 로 일과 클러스트 조합을 수행하여 

일치하면 바인딩 확립을 코디네이터에 요구하고 결합

된 바인딩으로 데이터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를 송

한다.

Ⅳ. 실험결과  고찰

변형을 측정하고 원격 모니터링 실험을 하여 그

림 5와 같이 진동 방식 센서와 변형측정기 그리고 

PC와 직렬로 연결된 코디네이터인 Zigbee 수신기로 

변형측정 시스템을 구성하 다. 진동 방식 센서는 

(주) 동계측의 진동 방식의 변형센서 DP50을 사용

하 고 1,200에서 3,500 Hz의 진동을 한다. 모니터링 

로그램은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Zigbee 모듈을 통하여 수신한 변형과 기울기를 실시

간으로 표시한다. Zigbee 송수신모듈은 MG2455를 이

용하 다.

그림 5. 변형측정기, 모니터링 PC 간의 Zigbee 무선 
네트워크 구성

Fig. 5 Configuration of Zigbee wireless network 
between strain gauge controller and monitoring PC.

그림 6은 변형측정기의 진동 방식 센서 구동신호

와 센서의 출력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변형측정기에서 

출력된 스 (sweep) 구형 에 하여 의 길이에 

응하는 진동신호가 출력된다. 변형측정기의 MCU에

서 출력신호의 진동수를 계수하여 주 수를 측정한다.

그림 6. 진동 방식 센서 구동신호와 출력신호의 비교
Fig. 6. Comparison driving and output signals of 

vibrating wire type sensor.

Ⅴ. 결 론

구조물의 안  상태를 보다 효율 으로 모니터하기 

하여 Zigbee 무선통신 기반의 변형측정기 시스템을 

구 하 다. 개발한 변형측정 시스템은 진동 방식 센

서, 변형측정기, 모니터링 PC로 구성된다. 변형측정기

는 진동 방식 센서로 구동신호를 인가하여 센서의 

출력 주 수를 측정하여 변형을 계산하고 온도 보상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발한 변형측정기는 2축 가속

도 센서를 이용하여 변형을 방향을 측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형측정기는 기본 으로 Zigbee 무선 네트워크

를 통하여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유선으로는 

CAN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개발한 변형측정 

시스템은 유무선센서 네트워크를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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