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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면의 국부적 위험요인 검지를 위한 이동형 장비 개발

Development of Mobile Equipment for Local Risk Factors Detecting of

Road Slope

김용수1) 정수정, Yongsoo Kim, 2), Soojung Jung 안상로, 3), Sangro Ahn

1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네트워크연구단 팀장, Team Chief,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2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네트워크연구단 연구원, Researcher,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3)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네트워크연구단 단장, Doyen of Research Group,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SYNOPSIS : Rockfall and landslide bring about a great social loss with loss of property such as
obstruction of traffic and damage of the crops as well as casual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bile equipment for local risk factors detecting of road slope. The mobile equipment is designed to receive
the sensing data from the measurement sensors, which are installed to detect the dangerous signs from the
slopes, as loaded on a vehicle which is moving around to the places where the sensors are installed. In
general, more than one mandatory data logger, which is very expensive, must be installed at each slope for
the automatic measuring system, but in case of this developmental system, the inexpensive routine
measurement can be performed regardless of the number of slopes due to the single unit of information
gathering vehicle. This study is going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not only
slope but also tunnel and bridges which might have the partial risk and need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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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일반국도의 경우 전체 개의 절토사면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도로의 신설 확장 편입 등12,650 , ,

의 요인으로 해마다 개소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면붕괴에 따른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은.

사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붕괴로 기인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피해유형으로써,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하면(2005) 30m2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도로 철도 댐 항만 등 국가기반, , , ,

시설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붕괴위험사

면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내 관련법령. ,

에는 사방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지관리법 등 여개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관리(2008), (2005), (2008) 10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사면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예

방차원의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2006).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지역을 대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수많은 사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

량적인 현장데이터를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하기 위한 이동형 장비 및 운용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동형 장비는 사면의 위험징후 검지를 위해 소량의 센서를 적소에 설치 운용하여 이동형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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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행하면서 사면의 센싱데이터들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동형 장비의 시작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품

의 실용성 검증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동형 장비의 운영을 통하여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낙.

석 및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규화된 기준에 의거한 신속한 정보 취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

사전예방차원의 유지관리업무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사면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위험성 및 계,

측이 필요한 터널 교량 건축물 등 다양한 여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다.

적용 대상 범위2.

기존의 사면관리체계2.1

국내 도로사면 비탈면에 대한 유지관리는 각 부처 및 관할부서의 조직에서 인력기반의 일상 정기점・
검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과 연계.

되어 발생하는 제반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점검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일상점검방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사면 점검 담당팀의 인원 구성 위험성 판. , ,

단 및 표현 기술 등에서 차별성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점검에 있어서 사면을 직접 오. ,

르내리는데 필요한 점검로가 확보된 곳도 얼마 되지 않아 산마루 측구 및 사면정상부의 실시간 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진 수.

치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적인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면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

황 및 사면거동을 지속적 및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상시계측시스템의 경우 고가의 구축비용으로 인해

전국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든 사면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므로 사면의 중요도

가 크거나 붕괴 가능성 및 피해영향도가 큰 사면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적용 가능한 취약요인2.2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동형 장비는 대상사면의 변상상황 붕괴형태 현장조건 등을 충분히, ,

검토한 다음 그에 적합한 계측기기를 선정하여 현장에 설치한다 그 밖에도 본 개발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지 가능한 국부적인 취약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 계측시스템이 구축된 사면 12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실시간 계측시스템의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많은 사,

면 붕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위험 취약부를 크게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3 .

산마루 배수구 및 비탈어깨 배수구○

사면 붕괴는 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일이 매우 많다 비탈면 내의 물 또는 상부 자연: .

비탈면 및 주변 지역에서 건설공사 비탈면으로 유입되는 물은 연약한 지반을 침식세굴하여 비탈면의‧
불안정 요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수 배수시설을.

적용한다 이 중 비탈어깨배수구는 상부비탈면에 내린 우수 및 용출수를 쌓기비탈면 표면에 유입시.

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탈어깨에 설치하며 산마루배수구는 상부 자연비탈면에서 유입되는 지하수,

가 깎기비탈면 표면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마루에 배수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실제 도로 사면의 배수시설은 소단 혹은 비탈면 상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상부에 설치되는 산마,

루측구의 경우 빗물에 의해 측구 주변의 토층 유실로 지반침하가 발생되어 측구가 깨져 배수구실을

전혀 못하거나 빗물에 세굴된 토사로 측구가 막혀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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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보수보강조치를 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답사결과 소단에 설치한 배수구 및 길 어깨에 설치한 배수구 등은 낙석 잡. , ,

초 등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풀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쓰레기가 모여 있어 배수구가 막혀 있는 곳이

많았다 또한 배수구는 유속이 빨라 도중에 장애물이 있거나 연결부가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물이. ,

튀거나 침투하여 비탈면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점검을 충분히 해주

어야 하지만 청소를 하지 않아 진흙이나 쓰레기 등이 가득한 곳이 다수였다, .

대형암괴 및 옹벽○

낙석은 건설공사비탈면에서 발생하는 취약요소 중 약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로서 지속: 1/3

적인 대책공법 수립에도 불구하고 동결융해 등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취약 요소 중 하나이다 낙석방지를 위한 대책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낙석 발생.

그 자체를 제지하는 즉 낙석의 원인이 되는 암괴를 제거하는 등 발생영역에 대한 대책이다 또한, . ,

낙하에너지가 크게 되기 전에 낙석을 비탈면 상에서 제지하는 비탈면상 대책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담당 관리기관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낙석우려 암괴 암반의 제거 또는 보강 시기를 놓치거나 미・
루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러는 사이 낙석이 발생한다.

또한 노면수 유입 및 옹벽 상하부 시설물 변경에 따른 옹벽구조물의 손상 및 붕괴가 발생한다, .

이격부○

이격부란 도로의 길어깨에서 절토부 하단까지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낙석이나 붕괴발생시 충:

격완화를 위한 여유공간을 제공하며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시행시 작업공간 및 사면시설 설치공간 등‧
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붕괴발생시 낙석 및 토석의 차 충격완화 및 도로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1

하고 낙석 및 붕괴로 발생된 낙석더미와 토석을 제거 시까지 야적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된다 낙석방.

지 울타리망 및 옹벽의 경우 사면의 경사 낙석의 형상 사면과 구조물과의 간격 등에 의해 도로로, ,

유입되지 않도록 그 높이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격부에 유입된 소규모 낙석 및 적치토사를 적기에 제

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옹벽 배면의 야적된 돌더미의 적치량은 간단한 육안조사만으로.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낮은 점검빈도로 인해 적기에 낙석더미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어 낙석

등이 되어 도로로 유입되거나 도로를 파손하는 등 도로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bouncing

경우가 많았다.

그림 계측항목 및 센서 선정1.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부적 취약요소의 측정을 위해 산마루 측구 및 사면 정상부에는 지표,

면 변위계를 대형 암괴 및 옹벽에는 지표면 변위계 또는 경사계를 이격부에는 토압계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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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정보수집 장비 개발3.

개발 모델3.1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동형 장비의 기본 모델은 그림 와 같다 사면의 위험징후 예검지를2 . ․
위해 소량의 계측센서를 현장의 적소에 설치운용하여 정보수집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주행하면서 사면의․
센싱 데이터들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시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고가.

의 데이터로거가 사면 개소당 개 이상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지만 이와 같은 관리시스템은 사면의 개소1

수와 무관하게 단일의 정보수집장비로 구성되므로 저렴한 일상계측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사면의 현재 상태를 계측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므로써 유지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정량적인

기본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취득된 데이터는 차량 내부 컴퓨터에 의해 전처리 분석과정을 거쳐 이상징. ,

후 발생 시 센터로 즉시 발송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차량의 위치나 이동방향 주행거리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에서는 이동,

중인 차량으로 조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이동형 장비의 기본모델 개요도2.

장비 제작3.2

이동형 장비는 크게 현장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싱 데이터 수집부 암반 절,

리의 방향성과 밀도를 조사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그리고 취득된 정보를 분석 저장하기 위한 등, PC・
으로 구성된다 차량에서는 를 통한 무선인터넷을 사용.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하여 차량과 중앙관제센터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영상분석용 모니터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리시버. DVR, ,

보조 배터리 등의 규격에 맞춘 장비랙을 제작하여 랙 내부에 장비들이 일체형으로 배치되도록 하였, PC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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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a) 후면(b) 내부(c)

그림 이동형 사면모니터링 장비3.

는 현장에 설치된 각각의 와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한 장비로서 보다 원Access point Sensor node

활한 통신을 위해 차량 외부에 설치하였다 그림 참조 차량이 대상사면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 근( 4(a) ).

접하게 되면 는 절전모드인 로 대기 중인 에게Access point Sleep mode Sensor node Wake up mode

변환 명령신호를 보내게 되며 이 신호를 받은 는 저장된 센싱데이터를 로 송Sensor node Access point

신하게 된다 이 때 차량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설정해 놓은 센싱주기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와. ,

실시간 센싱데이터로 구분하여 전송 받을 수 있으며 운전석 쪽에 터치모니터를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

가 저속 운행을 하면서 수신된 데이터 확인 및 간단한 장치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의 위치.

확인을 위한 수신기는 차량 내 운전자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GPS HSDPA

를 통하여 센터의 관리자도 현재 차량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모니터링 단말. ,

은 위치정보를 공개된 를 통하여 지도 상에 랜더링하고 에 입력된 센서 위치정보와 연MAP API , , MAP

동하여 지도상에 표출한다 웹기반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기반의 은 공개 서. , C++ Active-XControl MAP

버와 수신기 정보를 연동하여 지도 상에 위치정보와 센서정보를 함께 표출하게 된다GPS , .

(a) Access point 터치모니터 적용(b) 프로그램 구동화면(c)

그림 센싱데이터 수집 및 분석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면 현장조사 결과와 예 경보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료 획득의 효율성 제고 측・
면에서 디지털 영상획득장치 및 영상 처리 분석에 의한 사면의 상태 및 절리구조 특성분석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였다 영상장비는 대의 동영상촬영카메라와 대의 정지영상촬영카메라로 구성되며 지면. 1 2

으로부터 최대 약 가량 리프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사면의 정상부 및 산마루 측구 등 점검자가7m

실제 답사하여 점검하기 어려운 취약부에 대한 시각적인 관측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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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a) 절리구조 해석(b)

그림 영상분석시스템5.

시범테스트4.

대상지역4.1

이동형 장비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그림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건설센터 내에서 시범테스트를 실시6

하였다 시범테스트는 장비의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주행 중 계측값을 수신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1)

장비의 이동속도를 측정하고 원활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 센서노드와 차량 간의 최대, 2) Access point

거리를 측정하며 무선통신으로 인한 데이터 값의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먼저 변3) . ,

위계는 건설센터 내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옥상 약 지면으로부터 높이 에 설치하였으며 그림( 25m ) (

참조 이 때 변위값은 데이터 실측값 왜곡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4(b) ), 3mm

로 지정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참조 센서 설치 위치로부터 시험대상 구역 내 각각의 지점까지의( 4(c) ).

거리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이동형 장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측정가능 위치 및 이 때

의 속도 등을 측정하였다.

시범테스트 개요도(a)

변위계 설치위치(b)

공단 옥상( )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한(c)

변위값 지정

그림 이동형 장비의 시범테스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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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4.2

시범테스트 결과 이동하는 차량과 센서노드간 데이터 통신가능 거리가 내외 확보되는 것으로, 100m

확인되었으며 차량이 약 의 주행속도로 이동 중에도 원활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30 km/h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여 변위계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지정하여 측정되도록 한. ,

후 수신된 측정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직선거리가 아닌 건물과 수풀 등이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 ,

상에 제약은 다소 있었으나 값의 오류 및 왜곡 등의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Sensor node

로 전송하기 전까지 최대 저장 가능한 데이터의 용량은 약 이며 이것은 회access point 500kbyte 5,000

의 센싱데이터 용량으로 에 저장된 데이터가 회의 데이터 분량을 초과하는sensor node memory 5,000

경우 전출후입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 및 저장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테스트는 이동형 장.

비의 시작품 제작을 완료한 후 건설센터 내에서 성능 검증 및 수정 보완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차 시, 1・
범테스트로서 변위센서 하나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추후 실제 현장에서와 같이 다수의 센. ,

서를 잡초 수목 등이 많은 대상사면에 설치하여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데이터 송수신 및 센터와의,

양방향 통신 확인 등을 통한 현장테스트를 수행하여 이동형 장비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결론5.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지역을 대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수많은 도로사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서 정량적인 현장데이터를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하기 위한 이동형 장비 개발 및 차 시범테스1

트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추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동형 장비는 도로사면의 효율적인 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소량의 계측센서를1.

적소에 설치 운용하여 정보 수집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주행하면서 사면의 센싱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운전자는 차량의 주행중 대상사면으로부터 수신된 센싱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및2. , , GPS

기반의 차량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차량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GIS HSDPA(High

를 통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차량과 중앙관제센터와의 데이Speed Downlink Packet Access)

터 송수신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이동형 장비는 차량에 탑재된 디지털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암반 절리구조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3.

니라 사면의 정상부 및 산마루 측구 등 점검자가 실제 답사하여 점검하기 어려운 취약부에 대한

시각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이동형 장비의 시범테스트 결과4. , 의 노드간 데이터 통신가능 거리와 의 주행속도의100m 30 km/h

이동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선거리가 아닌 건물과 수풀 등이 존재하는 경우 데,

이터 전송에 제약은 다소 있었으나 값의 오류 및 왜곡 등의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추후 이동형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점검업무 범위 및 일정 등을 스케쥴링화하고 이벤트,

발생 판단모듈 및 대응 시나리오를 프로그램 내 임베디드하여 운영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

며 실제 현장에서와 같이 다수의 센서를 잡초 수목 등이 많은 대상사면에 설치하여 차량이 도로, ,

를 주행하면서 데이터 송수신 및 센터와의 양방향 통신 확인 등을 통한 현장테스트를 수행하여 이

동형 장비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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