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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급경사지 계측에 활용을 위하여 GNSS와 TRS센서를 주축으로 하여 전원, 통신 등의 부대설비, 그리고 변위 추출 및

가시화 등의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폴 계측센

서의 개념은 GNSS안테나 바로 밑에 TRS센서 및 자이로(gyro) 센서 등, 그리고 하단에 함수비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지표변위는 물론, 지반의 병진, 활동, 침하 등의 세가지 요인을 추출해 내고 함수비를 추출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

마트폴 계측시스템은 데이터 수신부, 데이터 수집 및 전송부, 데이터 처리부로 구분하여 각 부분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구축한 다음,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해 인위적 변위를 도입한 시험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급경사지, 계측, 상시계측관리시스템, GNSS, TRS센서 

ABSTRACT Smart Pole Measurement System was constructed with not only the core sensors of a GNSS receiver, a TRS sensor and

a soil moisture sensor but supplementary installation of power supply and radio communication for monitoring steep slope sites.

Also a data processing software for displacement extraction and visualization was developed. Smart Pole Measurement

sensor is composed of a GNSS antenna at the top of the pole, a TRS sensor and a gyro sensor vertical below right of the antenna

and a soil moisture sensor at the bottom of the pole. The sensor combination extracts not only ground combination in real time but

transltion, slide, settlement and soil moisture content. This measuring/ monitoring system which cosists of data receiving part, data

collection/transfer part and data processing part was built to exercise their functions and then test measuring/monitoring

was conducted by introducing artificial displacement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o evaluate field applicability. 

KEYWORDS Steep Slope Site, Measuring/Monitoring, Ambient Measurement Management System, GNSS, TRS Sensor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급경사지 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58명의 인명피해

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 및 시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소방방

재청에서는 2008년부터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수행, 전국적

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상 13,027개소 중 정비

대상 붕괴위험지역 1,605개소(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436개소 포함, ‘11.3월 기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36개소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로 발생되는 교통의 두절과 인명손실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학적

인 급경사지 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급경사 지반의 다양한 지질상태 및 붕괴유형에 적합한 계

측센서를 개발하여 상시계측관리시스템에 연계할 필요성

이 있다.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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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방 및 사전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

졌으며 이를 통한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GNSS는 3차원 절대좌표를 취득가능하고 절대좌표를 통

해 구조물 또는 지반의 상대변위를 관측함으로써 GNSS 기

반의 계측시스템은 기존 측량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

반침하, 지진, 홍수, 태풍, 우천 등의 상시관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GNSS 상시

계측시스템 도입은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해 주고 있

으며 또한 Network-RTK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관측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로 고정밀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

게 되어 향후 방재분야 등 각종 중요시설의 위치변동을 분

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의 기존 연구 사례를 보면 H사에서는 실시간 GNSS 계

측을 위해 PreventionSD라는 GNSS L1 1주파 기선해석 처

리 엔진에 내장된 GNSS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

기도 하였다. 국내 G사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GNSS

상시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GNSS 원시데이터를 수집하여

유/무선 통신 방식으로 Data Center(관측서버)로 전송하고

저장/분석하여 인터넷으로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발생 시 현장조치가 가능토록 운영

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 Furuno사에서 제작한 GNSS 수신기를 이용

하여 사면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수신된 GNSS 데이

터에 Moving Avg.를 사용하여 변위가 일어나는 것을 늦게

발견하는 단점이 있으나, 서서히 거동하는 지반시설의 특성

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국 Hohai Univ.와 홍콩

Polytech의 공동연구로 수력발전 댐의 접안사면 GNSS array

antenna 계측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rray Antenna는

안테나마다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과 같이 Switch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안테나에서 들

어오는 데이터를 수신기 한대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

교적 저가로 장기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

나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위성조건 상태에서 데이터를 측

정하여 상대위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Diamond

Valley Dam은 3 km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댐체의 거동 측

정을 위해 GNSS와 TS(광학측정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

다. Dam에 GNSS와 TS를 동시에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GNSS 상시계측시스템 도입은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미국의 GPS 현대

화 계획 및 유럽의 Galileo 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GNSS 기

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사면 및 구조물 거동 관측을

위한 GNSS 고정밀 측위 기술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Network-RTK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관측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로 고정밀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

게 되었고 향후 안정화 단계에 이를 경우 방재분야 등 각종

중요시설의 위치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구조물의 시공 중 계측 및 유지관리 계측을 인터넷 기반

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구조물의

거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고, 구조물의 거동을 GNSS

로 상시 관측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계측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물의 3차원 거동을 절대좌표

1 cm 이하 오차로 구해낼 수 있어 기존에 계측하기 힘들었

던 사면지반 등의 측방 변위를 포함하여 시간에 따른 3차

원 변위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다. 시설물의 변형에 대해

절대좌표를 취득할 수 있는 GNSS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모니터링 될 수 있어 신

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를 경제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밀측지측량용 GNSS는 기존의

다른 지표변위계에 비해서 변위 위치정보의 절대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 계측모니터링 센서로

서의 적용성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GNSS 단독으로 사면 계측시

지표변위 측정의 오류로 인해 지반의 병진, 활동, 처짐 등의

세가지 요인을 추출해낼 수 없는 한계성 있어 벡터해석이

불가능하며, 많은 오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면계측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NSS와

TRS 센서 및 함수비 센서 조합에 의한 새로운 계측센서로

서 일명 스마트폴 계측센서를 개발하였다. 스마트폴 계측

센서는 GNSS 안테나 바로 밑에 TRS센서 및 자이로(gyro)

센서 등, 그리고 하단에 장착한 함수비센서로 이루어져 있

으며,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수신부, 데이터

수집 및 전송부, 데이터 처리부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계측시스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시험계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스마트 계측시스템의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한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은 데이터 수

신부, 데이터 전송부,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된다. 본 과제

에서 개발한 GNSS기반 계측기로부터 취득되는 급경사지

변위계측데이터는 웹기반 계측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급

경사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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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NSS-TRS 센서 조합 계측 개념

사면 및 지반계측 시 사면의 거동을 GNSS 단독으로 측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GNSS로만 측정한 사면거동

의 3차원 좌표(X, Y, Z) 데이터로는 사면거동(병진, 회전,

침하)의 형태를 분석, 분류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GNSS의 단점 보완을 위해 TRS센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과 같이 급경사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면거

동으로 인해 GNSS 안테나가 기울어졌다고 할 때 GNSS만

에 의한 계측으로는 안테나중심의 수직아래 지반인 B지점

의 좌표를 얻게 되므로 TRS센서 계측에 의한 폴의 x,y축

경사데이터를 적용하여 A지점의 좌표로 환산하게 된다.

GNSS에 의해 얻어진 좌표는 경위도좌표를 TM투영을

통해 TM 평면직각좌표(N,E)로 변환되고 현장에서 인식하

기 용이한 현장평면직각좌표(X,Y)로 변환될 수 있다. 

2.2 스마트폴 계측기의 개발

GNSS 안테나 밑에 TRS센서뿐 아니라 자이로(Gyro) 센

서를 장착함으로써 폴의 경사도를 정밀측정하고 추후 그

측면에 아이리스(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현장영상까

지 원격으로 탐측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이다. 또한 GNSS-

TRS 센서 하단에 탈착형 함수비 측정 센서폴을 연결한 일

명 스마트폴 계측센서를 개발하여 강우량과 지반변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GNSS, TRS센서, 함수비

센서를 조합한 스마트폴 계측센서는 다양한 붕괴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all-in-one 계측센서의 역할을 구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다.

그림 3은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의 개발 구성을 나타내는

데, 모니터링 지점에 설치된 스마트폴 계측센서는 GNSS,

TRS센서, 함수비센서 등 3가지 이종센서, 그리고 태양광 발전체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의 중앙부에 나타낸

것은 컨트롤박스로서 무선방식으로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

터로 전송하게 된다. 데이터 수신부는 기준국과 이동국의

GNSS 수신기 및 GNSS 안테나, RTK용 모뎀 및 무선 송·수

신안테나, 전원공급장치로 이루어진다.

그림 4는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GNSS는 변형과 무관한 지점에 기준국 안테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대상지점에 이동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동국에

설치된 스마트폴의 상단의 GNSS 안테나, 중간부의 TRS

센서, 하단의 함수비센서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이 데이터

로거에서 수집되어 사무실의 데이터처리센터로 전송되어

변위산출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3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처리부에는 컴퓨터, 데이터수집 소프트웨어, 데

그림 1. GNSS-TRS 조합에 의한 안테나폴 기울어짐의 개념 

그림 2. GNSS와 TRS 센서 데이터에 의한 좌표 보정 개념

그림 3.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의 개발 구성

그림 4. 스마트폴 계측시스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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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처리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처리 소프

트웨어는 변위계산 및 가시화, 데이터 관리 및 해석과 같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

그림 6은 변위를 나타내는 화면으로서 모니터링 지점에

서의 어느 시점의 GNSS좌표(Northing, Easting, Height)와

TRS센서 데이터(Tilt X, Tilt Y, Tilt Z), GNSS에 의한 변위

(dN, dE, dZ), TRS센서 데이터(Tilt X, Tilt Y, Tilt Z)의 변화,

GNSS-TRS조합에 의한 변위(dRN, dRE, dRZ)를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내도록 하였다. TRS센서에서 데이터 송신간격

은 1 sec이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25 sec마다 구현하도록 설

계하였고, 방위각 변위는 compass센서에 의해서 측정된다.

Interface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RS485는 유선통

신방식으로서 시리얼 통신의 한가지이고, Bluetooth는 무

선통신방식이다.

배터리 시스템 구성 GNSS 등의 시스템 소모전류를 사전

입수하여 태양광 없이 배터리로 2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선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였다. TRS 센서 x,y축의

경사각 측정범위는 ±30°이며, 데이터 전송간격은 1 sec, 함

수비 센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서 0~1000 mV, 컨트롤박스와

센서박스 내에는 각각 온도센서(-40~125 °C)를 설치하였다.

데이터로거는 다중 모니터링 지점으로부터 계측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여러 지점을 하나의 데이터로거를 통하여

동시에 전송받을 수 있으나, 본 현장에서는 2개소의 모니

터링지점만 설치하여 실험을 하였다. 대부분의 급경사지는

전원연결의 어려움이 있어 자체 전원공급이 될 수 있도록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GNSS기반 계측센서에 의해 얻어지는 변위량은 WGS타

원체를 기준으로 평면상에 투영된 TM좌표계 상의 변위량

(△N, △E)이다. 이 TM좌표의 변위량으로는 현장에서 변

위방향을 용이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면의

길이방향(Y)과 사면의 경사방향(X)으로 변위량을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 2.42과 같이 사면길이방향의

임의 두 점을 정하여 TM좌표를 입력해 주면 모니터링 지

점의 TM 좌표 상의 변위량(△N, △E)이 현장좌표계 상의

변위량(△X, △Y)으로 변환되어 나타낼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작성하였다. 현장좌표계로 변환을 위한 기준점좌표는

GNSS, 토털스테이션과 같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얻게 되는

그림 5. 좌표변환을 위한 자료입력

그림 6. 모니터링 지점의 변위데이터 및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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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좌표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start(0, 0)와 End(0, 50,000)와

같이 GNSS Total station 등 별도의 장비에 의한 측량을 하지

않고 간단히 줄자만을 사용하여 기준선 설정이 가능하다.

3. 시험계측 및 평가

3.1 인위적 변위발생에 따른 스마트폴의 지표변위 계측

경사지 계측을 위하여 GNSS와 TRS센서를 조합으로 GNSS

단독 계측시 GNSS안테나의 자세를 TRS 센서데이터로 보

정함으로써 경사지의 거동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 인위적인 변위발생을 통한 계측실험을 수행하였다. 모

니터링 지점에 실험용 지그(zig)를 수평하게 설치한 후 그

위에 스마트폴을 설치하였다.

지그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기울임을 줄 때 센서의 x축

방향과 일치시켜 경사를 주었는데, 기울기는 수평상태인

0° 부터 시작하여 5°, 10°, 15°, 20° 까지 5단계로 기울이면서

계측하였다. 데이터는 동시간대의 GNSS 데이터와 데이터

로거에서 무선으로 들어오는 TRS 데이터를 결합시켜 GNSS-

TRS 변위량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그림 8~9는 각각 10°,

20° 기울였을 때 얻어진 데이터를 나타낸다.

순차적 기울임에 따른 GNSS 단독계측 변위량 및 GNSS-

TRS 조합계측의 변위량을 표 1에 나타내었다. 

GNSS에 의한 얻어진 수평변위량 dN, dE로부터 수평변

위길이 r의 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변위계측 실험 광경

그림 8. Tilt X 기울기 10o 상태일 때 경사계 변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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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기울였을 때 이론적인 수평방향 변위길이 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GNSS에 의한 변위량 dh는 높이좌표의 차 에 의해

구해지겠지만 θ만큼 기울인 상태에서 이론적인 높이 변위량

dh′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h′ = l - l cosθ

dh와 dh′의 비교하여 표 2에 나타냈다.

GNSS 수신부의 실질적인 이동없이 기울어짐의 각도를

달리하며 각각의 데이터를 수신하였다. GNSS는 수신부축

아래의 좌표만을 취득함으로 수신부의 실질적 이동없이

r dN
2

dE
2

+=

r′ Lsinθ=

z
2

z
1

–

표 1. GNSS에 의한 변위량과 GNSS-TRS에 의한 변위량 

zig 기울기(°)
GNSS(m) GNSS-TRS(m)

dN dE dH dN dE dH

수직 0.0571 0.0761 - 0.0566 0.0102 -

5 0.1013 0.0721 0.0607 0.0924 0.0135 0.0586

10 0.2201 0.0968 0.0759 0.2196 0.0176 0.0517

15 0.3760 0.0965 0.1069 0.3873 0.0167 0.0611

20 0.5314 0.0965 0.1599 0.5477 0.0145 0.0906

그림 9. Tilt X 기울기 20o 상태일 때 경사계 변위그래프

표 2. 단계별 기울기에 따른 TRS 데이터 산출값

zig 단계별

기울기(°)

TRS

Tilt-x Tilt-y Gyro

0 -2.249 -0.3975 96.6315

5 -3.777 -0.3864 97.0333

10 -9.135 -0.4011 97.3056

15 -15.573 -0.4045 98.9241

20 -21.665 -0.4188 99.5778

그림 10. 안테나폴 기울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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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20°로 기울였을 경우 최고 54 cm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GNSS 단독으로 계측시 기울어짐이 없이

54 cm의 평행이동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TRS센서와의 결합을 통하여 평행이동이 아닌 폴의 각

도 변화를 통하여 나타난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초 GNSS의 수신부를 기울이기 전 바로 서있을 경우와 GNSS-

TRS와 비교했을 때 최고 1.5 cm 차이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1 cm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TRS 센서를 통해 얻어진 각

도의 변화에 따른 회전양상을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함수비 센서 데이터 비교

흙의 강도, 변형은 흙 가운데에 수분의 양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며, 이 때문에 흙의 수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함수비

는 토양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토층 및 지반의 변형 매개체를 대상으로 강우

의 침투는 지반 내 간극수압의 상승, 침투수로 인한 지반의

함수량 증가로 흙의 전단강도 저하, 표면유수 침투로 인한

표층부의 침식 및 파이핑(piping) 현상에 의한 국부파괴 등

이 발생하여 사면이 분포하는 전반적인 원지반의 평형상

태를 붕괴시킨다.

사면파괴가 대부분 표층부에서 발생하므로 함수비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로거를 통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식은 전압방식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함수비로 변

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의 Φ는 함수비를 나타내고 RAW

는 데이터로거를 통해 들어오는 원시데이터이다.

Φ 8.5 10
4–

RAW 0.48–××=

표 3. GNSS-TRS 조합계측에 의한 변위량과 이론적인 변위량의 비교

dx (lsinθ) dy (lsinθ) r (GNSS) r′ (GNSS-TRS) dh dh′

-0.0580 -0.0103 0.0951 0.0589 - -

-0.0975 -0.0099 0.1243 0.0980 0.0607 0.003

-0.2350 -0.0103 0.2404 0.2352 0.0759 0.018

-0.3973 -0.0104 0.3882 0.3974 0.1069 0.0543

-0.5464 -0.0108 0.5401 0.5465 0.1599 0.1045

표 4. 사용된 함수비 센서(EC-5)의 사양

모 델 사용기기 기능

EC-5
• 측정시간 : 10 ms

• 정확도가 최소 0.03/모든 토양

• 최대 8 DS/m

표 5. 기준데이터 취득용 함수비 센서(DM-18)의 사양

모 델 DM-18

측정 방법 전기저항식

디스플레이 3 1/2행 LCD

측정 범위 12.1∼58% (사용자 범위 선택가능)

사용온도 5∼40°C

기능 평균수치, 자동온도보정, 사용자 범위

표 6. 매설된 함수비 센서의 확인

측정 raw 데이터 함수비 비교계측

1 61077 51.4354 50.1

2 61141 51.4898 50.2

3 61077 51.4354 50.1

4 61077 51.4354 50.1

5 61141 51.4898 50.2

6 61077 51.4354 50.1

7 61077 51.4354 50.1

8 60632 51.0572 50.1

그림 11. 함수비 비교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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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GNSS, TRS 및 함수비센서를 결합한 스마트폴 계측센서를

개발하고 데이터 수집장치, 데이터 전송장치, 데이터 처리

장치 등으로 구분되는 게측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적용성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GNSS로 측정한 3차원 변위량만 가지고는 지반의

전도, 회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폴 안테나의

경사를 관측할 수 없으므로 안테나 내부에 설치한 TRS센

서에 의한 GNSS 계측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둘째, GNSS기반 계측센서는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평면상에 투영한 TM좌표(X: Northing, Y: Easting) 및 표고

방향에서의 3차원 변위량을 얻을 수 있으나, TM좌표 방향

에서의 변위량으로는 현장에서 그 변위의 발생 방향을 인

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면의

경사방향(X')과 사면의 길이방향(Y')으로 변위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처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셋째, 스마트폴 계측센서의 시범구축에서는 데이터 수

집장치, 데이터 전송장치, 데이터 처리장치 등으로 구분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자체전원 공급, 무선통신 등을 위

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각 부문별 기능 및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는 한편, 계측시스템의 운용 및 계측데이터 처리 및

변위추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넷째, GNSS기반 스마트폴 계측센서는 급경사지에 대한

실시간 3차원 지반계측에 활용됨으로써 Web-EOC 계측관

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급경사지 붕괴예측 및 사전대응체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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