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1.362

 GNSS 기반의 실시간 교량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술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Technique of Realtime Bridge Monitoring System based 

on GNSS

연상호

세명 학교 토목공학과

Sang-Ho Yeon(yshsmu@semyung.ac.kr)

 요약

최근 다양한 형 교량구조물의 안 상황을 검하기 하여 여러 가지의 계측장비를 이용하고 있지만 

부분 일정한 주기별로 교량의 변 거동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

체를 실시간으로 측할 수 있는 인공 성 GPS 신호를 수신하여, 교량 각 구조부의 변 와 거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mm 단 로 자동 계측하여, 계측 정보  데이터를 무선 네트워크로 송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한 거동 변 를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게 하는 GNSS와 연계한 실시간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용하 다. 이를 하여 실제로 형의 노후화된 교량상부에 GNSS 수신기를 설치

하여 그 측량자료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USN과 동시에 측정하여 3차원의 치정보로 나타내어 교량변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한 측정지 에서 하루의 측정 시간에서도 

약 0.027～0.037m에서 수직변 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교량구조물∣GPS∣GNSS∣미세변위∣USN∣
 

Abstract

Recently, Last to check the security status of various medium and large bridge structures using 

various kinds of measurement equipment, but most of the methods are used to measure and 

check the displacement behavior of the bridge by a certain period. In this study, receive GPS 

satellite signals that can be observed in real time the whole region, a bridge to automatically 

measure the displacement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in real-time in mm over 

the 24 hours, the measurement information and transmits the data to the wireless network, by 

making use, it was applied to the real-time monitoring system in connection with a bridge to 

be able to automatically notify GNSS fine displacement behavior. In fact, analysis and receives 

the measurement data to GNSS provided in the upper bridge of the middle and large-sized aging 

for this purpose, measuring USN and at the same time is converted into a three-dimensional 

position information of a test stud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bridge displacement in real 

time. As a result, a vertical displacement of about 0.027 ~ 0.037m at the measurement time of 

day of the measurement point is that the repeated and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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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 으로 수 만개의 크고 작은 교량이 건설되었고, 

일부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손  붕괴의 많은 험에 

잠재 으로 노출되어 있다. 서울의 성수 교와 같은 

형사고가 발행할 수도 있으며, 최근의 형 교량의 경

우에는 고속의 통행차량이 증가하면서 변 를 증가시

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철도의 시설물 에서 항

상 시설하여 리해야하는 다양한 형 교량구조물

의 안 상황을 검하기 하여 여러 가지의 계측장비

를 이용하고 부분 일정한 주기별로 교량의 변 거동

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번 반복 으로 변 가 발생하는 교량의 경우에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정 하게 교량의 변의와 거동을 모

니터링하는 시스템과 그 응용기술이 실하게 요구되

는 곳이기도 하다. 건설하여 공된 형구조물의 변

를 연속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

어져 왔으며, 부분 가속도계를 구조물의 당한 곳에 

설치하여 그 진동을 감지하여 그 변 를 추 하고 있

다. 그러나, 지구 밖의 우주에 있는 GPS 인공 성을 이

용한 미세변 를 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의 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없었기에 아직까지는 기  측량 

 항법장치로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근 들어 미국 외에도 러시아  국 등에서 GPS 성

이 발사되어 그 정보를 구든지 수신기만 있으면 수신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치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

으며 이를 혼합하여 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과 기법

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GNSS를 기

반으로 하는 실시간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제로 

장에 설치하여 그 측량자료를 분석하고 그래픽으로 보

여 으로써 새로운 인공 성 GPS신호를 정  공간

의 치정보로 변환하는 첨단기술을  교량변 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용

하고자 한 것이다. 형의 여러 교량의 변 를 미리

미터(mm) 수 의 고정 도로 변   거동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것은 물론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인 변 의 계측은 물론 미세한 장기 변  추세도 연

속 으로 계측이 가능  하도록 하며 이것을 원하는 곳

에서 확인할 수 있는 Web-based service 가능하도록 

한다. 형구조물의 변 를 연속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부분 가속도계를 

구조물의 당한 곳에 설치하여 그 진동을 감지하여 그 

변 를 추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외에도 러시아 

 국 등에서 GPS 성이 발사되어 그 정보를 무료로 

수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치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를 혼합하여 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과 기

법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이미 정 측 의 

GNSS기술을 응용하여 캐나다의 New Brunswick 

University에서는 50년 이상 가동하는 수력발  

Mactaquac 의 변 와 거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하여 그 성과를 공

개하여 국제 인 심을 보여주고 있다.(2013년 , 캐

나다  학회지 표지에 소개-[그림 1] 참조). 이어서 최

근에는 국과 일본에서도 형구조물의 미세변   

거동을 GNSS 응용기술을 이용하여 측하고 처리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 련기술 황으로는 소방

방재청은 산비탈 경사면에 한 변 를 각 방향에서 

추 할 수 있는 GNSS 시스템의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04년부터 한강수계 기 조사 사업의 일환

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 오염원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한 련 연구로는 한국건설기술평가연

구원에서 인천 교을 상으로 GNSS의 교량 용 타당

성을 입증하 고, 다양한 시설물에서의 정비 산정을 

한 조사를 실시하 으나,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한 정 (mm )에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GPS 인공 성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처

리할 수 있도록 변 측이 필요한 지 에 GNSS를 설

치하여 그 수신정보를 리미터(mm) 단 까지 그 정확

도를 보여  수 있게 함으로서 교량의 미세변 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개

발과 용결과를 도출함으로서 교량과 같은 형구조

물의 변 와 거동을 사 에 감지하여 보수보강  안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실용가능기술개발을 그 연구목

으로 하 다. [그림 1]은 구조물 정 변 측정 GNSS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에 한 반 인 개념도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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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교량에 GNSS설치시의 설치지 간의 상

인 기선기반의 지 의 실측개념도이다[그림 1][그림 

2].

그림 1. 구조물 정밀변위측정 GNSS 시스템 구성

     그림 2. 전체 기본 GNSS 측량 Concept

II. 연구방법 및 내용 

GPS에 의한 부분의 응용기술은 자동차  선박 등

의 운송수단에 가장 많이 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통신기술과의 목을 통하여 치기반시스템

(LBS)으로의 발 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

목공사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구조물

의 변 측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기반으

로 실시간으로 수신 가능한 GPS 성 정보를 기 과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오차를 최소화하여 정 한 

상 치를 산출함으로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측과 분석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조물의 변 가 의심

되는 주요지 에 GPS를 장치  수신기를 설치하고, 

인근의 지반이 안 한 곳에 기 국을 설치하여 여러 지

(Stations)에서 수신되는 치정보를 상 측 로 보

정함으로서 정확한 지 의 치정보를 연속 으로 수

집하는 방식이며, 어도 교량 구조물의 미세변 와 거

동을 확인하기 하여 최소 3개월에서 1년 동안을 연속

으로 측하여 그 변 를 추 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년 에 개통되어 운행하

는 청풍 교(길이 380m)를 상으로 기존의 구교와 청

풍 교의 변 가 상되는 3개 지 을 선정하여 GNSS 

측 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수신하여 무선 송이 가능한 방식으로 학

교의 측량연구실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연구를 진

행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교량  형구조물의 미세

변 측정과 분석처리가 가능하도록 하 다[그림 3].

그림 3. 연구대상지역의 GNSS 설치지점 탐색

[그림 3]은 본 연구의 상지역으로 본 연구를 한 

측정이 가능한 여러 지역을 탐색한 결과로 교량과 남한

강이 흐르는 신청풍 교와 구청풍 교를 선정하 다. 

그 에서 최근 신설된 신청풍 교는 약 400미터의 사

장교로 변 가 상되는 교각이 존재하지 않기에 노후

화된 7개의 교각 에서 시각 으로 침하되었거나 좌굴

된 교각을 선정하여 수직변 에 한 GNSS측정을 실

시하 다.  

  

그림 4. 연구대상지역의 GPS/USN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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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연구를 하여 설치한 구청풍 로의 

GNSS수신기 설치지 이며, [Fig 5]은 청풍구교에서  

GNSS/USN 측정을 하고 있는 실측사진이다. 교각 상

단에 안 된 지 에 GNSS안테나를 고정하고 이블을

컴퓨터와 연결시키고 동시에 여러 교각에 USN 센서 

동 을 당히 놓아두어 동시에 여러 지 에서 환경인

자를 실시간으로 획득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  근이 용이한 제천시 

청풍 교(구교 포함)를 상으로 GNSS가 가능하도록 

GNSS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무선WiFi를 이용하여 

그 수신 데이터를 장한 후에 장에서 확인한 후에 

다시 인터넷 wifi로 송하게 하여 오차를 제거할 수 있

는 필터링 작업을 거친 후에 매일 매시간 교량 구조물

의 미세 치변 를 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 다. 

GNSS에 의한 기선변  추  방식으로 정확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3차원의 변 와 시간  온도, 

습도, 조도 등에 따라 미세한 변 에 어떠한 향을 미

칠 수 있는가를 추 하기 하여 USN 동시측정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정보를 추가하 다.

  

그림 5. 청풍구교에서의 GNSS/USN 측정 사진

따라서 Fig.5.는 20년이상 노후화된 구청풍 교의 침

하가 진행된 교각을 선정하여 집 으로 GNSS와 

USN을 측정하기로 한곳에서 설치된 수신기와 실시간

으로 신호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으

로서, 재 교량의 침체가 발생하는 교각부 에서의 측

정에서는 가능한 맑은 날씨와 잔잔한 바람이 있는 날씨

를 택하려고 하 으나, 약 400m의 강폭 교량에서는 실

내와 같은 조건은 얻을 수 없었다. 6개월간의 주기 인 

측정을 통해서 계 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인자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USN 방식으로 집  측정시에는 동시

에 온도와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센서를 통

하여 동시에 정보 수집.을 진행하 다. 수신지 에의 

GNSS 성분포를 [그림 6]에 보여주고 있으며, 수신 

데이터의 필터링과 결과분석은 후처리 방식으로 진행

하 다. 그 결과로 [그림 6]은 재 설치된 GNSS수신

기에서 성수신이 가능한 화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그림 7]은 20여개 이상의 신호오차를 보정하기 하여 

DDC(Double-Difference Carrier)과 TDD(Time- 

Delayed Doppler) 필터링의 확 과정을 보여주기 한 

것이다. DDC는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와 같은 특징으로 

평활화 과정에서 DDC 측정보와 시상수를 고려하여 계

산하는 정규화 역필터(Low Pass Filter)이다. TDD는 

역통과필터의 특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GNSS신호

측치에 포함되어있는 오차요소들의 스펙트럼에서 주

오차와 고주  잡음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림 6. 수신지점별  GNSS 위성분포 

 

그림 7. DDC/TDD 필터링 확대 과정

먼  20여개 이상의 여러 국가의 GNSS 성으로 부

터 송출되고 있는 신호를 수신하기 하여 성별 수신

지  분포를 확인하여 분포도를 작성하 다. 20여개의 

이상의 실시간의 GNSS의 성 신호를 수신하여 DDC

와 TDD 필터링 기법으로 오차가 큰 성신호는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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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제되도록 하 다. 기선 1번과 2번으로 12월24일부

터 1월7일까지의 측정값을 그래 로 수신기 설치된 지

 3 지 의 성신호 필터링 결과후의 값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즉 기선 1-2사이에서의 데이터의 미세변

량을 그래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8. GNSS방식의 수신자료  필터링후의 변위 추적

Ⅲ. 측정결과 및 분석 

실시간 측정지 의 변 분석과 더불어 구청풍 교의 

간지  교각을 심으로 후처리가 가능한 GNSS 

성신호를 27개 정도의 성신호로 부터 수신하여 6월

부터 12월 사이에 주기 으로 측하여 침하에 따른 교

량의 표고를 정  분석하 다. 특히 10월3일에는 USN 

설치에 의한 환경요소와 더불어 표고변 를 집 으

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0.027～0.037m에서 수직변 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변화에 따라 유속이 진행하

는 지 에서의 약 30년 정도의 낡은 교량에서는 1mm

의 변 가 반복되고 있으며 6개월간의 측치에는 약 

10～20mm의 변 가 표고 값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변 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보수보강을 실시하거나 철거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

철 건기에는 유입되는 수량이 어 부실교각부 에서

는 침하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 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고 늦가을의 우기에는 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고

보다는 상하의 휨이 크게 진행하여 체 으로 교량

의 침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림 9-그림 11]. [그림 9]은 23개 성으로부터 기선 3번

에 한 4주간 수신한 치데이터의 분포도이며, [그림 

10]은 23개 성에 한 GNSS 신호수집 가능한 여러 

성과 그 분포  수신 상황을 한 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11]은  23개의 GNSS 신호수집 PVT 측

정화면으로 VRS 보정후의 도, 경도, 표고 값과 련된 

수치를 볼 수 있도록 분석한 결과한 그림이다. 

그림 9. 23개 GNSS위성의 4주간 수신한 위치데이터 분포
도 

그림 10. 23개의 GNSS 신호수집 가능한 측정화면 

그림 11. 23개의 GNSS 신호수집 PVT 측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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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풍대교에서 확인한 변위결과표

No
Date
Time

Altitude 
(m)

Temp
(C)

Humi
(%)

CO2 Positi-
on

GNSS, 
Altitude

1 2014.10.
03.15:13 157.677 Narro

w_INT
 sigma : 
0.031

2 15:19 157.652 ″
         
″     : 
0.027

3 15:28 155.795
Narro
w_FL
OAT

         
″     : 
0.037

4 15:38 155.795 ″
         
″     :  

 ″

5 15:39 155.795 ″
         
″     :  

 ″

6 15:54 155.795 ″
         
″     :  

 ″

7 15:58 155.795 ″
         
″     :  

 ″
8 16:29 27.0 37.0 - USN, H : 

175.0m 
9 16:40 26.0 39.0 322.0 USN 
10 16:41 26.0 38.0 273.0 USN
11 16:42 26.0 38.0 273.0 USN

Ⅳ. 결론 및 전망

본 연구에서는 교량 각 구조부의 변 와 거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mm 단 로 자동 계측하여, 계

측 정보  데이터를 무선 네트워크로 송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한 거동 변 를 자동으로 통

보할 수 있게 하는 GNSS와 연계한 실시간 교량 모니터

링 시스템을 용하 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한 지 에서의 계측변 는 교량의 GNSS 수

신 측정지 에서 약 0.027～0.037m에서 수직변 가 반

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GNSS 측 기

술은 지형  구조물에 한 정 한 변 와 거동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개발  용은 국내외

으로 많은 심을 갖는 연구 분야이며, 그 활용성이 

매우 범 하므로 국가 인 정부기 과 학술연구과제

에서 매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기술연

구이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센서의 무선통신 기술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GNSS의 정 한 치정보와 더불

어 USN에 의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다

양한 외부 환경인자를 동시에 측하여 시설물 모니터

링에  수 있는 요소를 추가 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

히 국의 주요 4  하천에 설치된 16개의 수 보의 정

한 변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최 시스템 

개발의 신기술로 용하는 용용연구의 사례를 확인하

는데 가장 높은 활용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KTX 고속열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철도궤도의 정

변  추 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백km에 이르는 동

선 추 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모니터링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본 연구결과로 노후된 형 교량에 한 체계 이

고 과학 인 유지 리를 통하여 교량 구조물의 안

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자연재해  돌발사고 발

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  응을 한 기 정보로 활

용이 가능하며 앙정부  지자체의 교량 구조물의 

험 해요인 분석  교량의 상태 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GNSS 기반으로 하는 USN  련 연  계측기

술과의 융합으로 교량 구조물의 미세변 를 실시간으

로 측정하고, 정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국가안 처, 환경부  지방

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화된 교량의 안 리

에 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참 고 문 헌

[1] "ZigbeX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시

스템," 한백 자 기술연구소, ISBN 978-89- 

90758-12-5, 2008.

[2] M. Satyanarayanan, “Pervasive Computing: 

Vision and Challenges,” IEEE Personal 

Communications, Aug., 2001.

[3] K. Romer, O. Kasten, and F. Mattern, 

"Middleware  Challenges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ACM SIGMOBILE Mobile Computing 

and ommunications Review, Vol.6, No.4, 2002.

[4] A. Boulis, C. C. Han, and M. B. Srivastava,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1368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rogrammable and Efficient Sensor Networks," 

I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Systems, Applications and  Services(MobiSys), 

San Francisco, CA, 2003.

[5] W. B. Heinzelman, A. L. Murphy, H. S. 

Carvalho, and M. A. Perillo, "Middleware to 

Support Sensor Network Applications," IEEE 

Network, Vol.18, No.1, pp.6-14, 2004.

[6] Y. Yao and J. Gehrke, "The Cougar Approach to 

In Network Query Processing in Sensor 

Networks," SiGMOD Record, Vol.31, No.3, Sept. 

2002.

[7] C. Shen, C. Srisathapornphat, and C. Jaikeo, 

"Sensor Information Networking Architecture 

and Applications," IEEE Personal 

Communications, Vol.8, No.4, pp.52-59, 2001.

[8] S. Li, S. Son, and J. Stankovic, "Event Detection  

Services Using Data Service Middleware in 

Distributed Sensor Networks," Int'l Workshop 

on Information Processing in Sensor Network 

(IPSN '03), Palo Alto, CA, Apr. 2003.

[9] P. Levis and D. Culler, "Mate: A Virtual 

Machine for Tiny Networked Sensors", Proc. of 

ACM Conf., Architectural Support for 

Programming Languages and Operating Systems, 

San Jose, CA, Oct. 2002.

[10] T. Liu and M. Martonsosi, "Impala : A 

Middleware System for Managing Autonomic, 

Parallel Sensor System," Proc. of ACM 

SIGPLAN Symposium on Principles and 

Practice of Parallel Programming, pp.101-118, 

2003. 

[11] 소방방재청, 재해지도 작성 기  등에 한 지침, 

고시 제2006-6호, 2006.  

[12] 이 욱, 연상호, "건설 장의 TinyOS 기반 USN 

기술의 구 에 한 연구," pp.2-4, 2010. 

[13] 연상호, 리모트센싱과 GIS의 통합  그 용기

법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0. 

[14] 김양수, 우리나라 자연재해 추이발생분석  

응 방안 연구, 방재연구 2002-7, 국립방재연구소, 

2002.

[15]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홍수재해지도 작성 

제도화  침수 상지역 추정방법 개발, 2000.

[16] 소방방재청, 2014년 재난연감, 2014.

[17] J. Hightower and G. Borriell, "Location 

Systems for Ubiquitous Computing," IEEE 

Computer, Vol.34, No.8, pp.57-66, 2001.

[13] E. Steinle and F. H. Oliveira, Assessment of 

Laser Scanning Technology for Change 

Detection in Buildings, University of Karlsruhe 

Institute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14] S. H. Yeon,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3D 

spatial information by integration of aerial photo 

and laser data,"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ICCC2008, Vol.6 No.2, pp.193-197, 2008.

[15] “Terrain Modeling From Lidar Range Data in 

Natural landscapes: A Predictive and Bayesian 

Framework, Large-Scale Physics-Based Terrain 

Editing Using Adaptive Tiles on the GPU”,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 Remote 

Sensing, Part 2, Vol.48, Issue 3, pp.1568-1578,  

2010.

[16] "Compression of Large-Scale Terrain Data for 

Real-Time Visualization Using a Tiled Quad 

Tree," Computer Graphics Forum, Vol.23, 

Issue4, pp.741-759, 2004. 

[17] "Merging GPS and Atmospherically Corrected 

InSAR Data to Map 3-D Terrain Displacement 

Velocity,"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 

Remote Sensing, Vol.49, Issue 6, pp.2354-2360,  

2011, 

[18] "The Influence of Terrain Scattering on Radio 

Links in Hilly/Mountainous Regions," IEEE 

Transactions on Antennas & Propagation, 



 GNSS 기반의 실시간 교량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술 연구 369

Vol.61, Issue 3, pp.1385-1395, 2013, 

[19] "Arches: a Framework for Modeling Complex 

Terrains. Computer Graphics Forum," Vol.28, 

Issue 2, pp.457-467, 2009, 

[20] "Feature based terrain generation using 

diffusion equation,"  Computer Graphics Forum, 

Vol.29, Issue 7, pp.2179-2186, 2010. 

[21] http://www.optech.on.ca/aboutlaser.htm#hydro

[22] http://www.csc.noaa.gov/products/nchaz/htm/i

ntro.htm

[23] http://www.ordsvy.gov.uk/productpages/lidar/

home.htm

저 자 소 개

연 상 호(Sang-Ho Yeon)                  정회원
▪1983년 : 서울 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1985년 : 서울 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1990년 : 서울 학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1986년 ∼ 1997년 : 삼성 자/SDS/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8년 ～ 재 : 세명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심분야> :  공간정보처리  원격탐사, 디지털 상

처리, 컴퓨터매핑시스템, 바이오바이크시스템, GIS/ 

GPS, CM, Ubiquitous, 인터넷방송통신, GIS, 

Navigation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