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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isting management of bridge is being writing management paper at field and computing at office. 

These are instability factor on bridge structure because of authenticity deterioration, disutility data 

management. Therefore, this paper is possibility expedient and objectivity inspection considering check 

situation at field for solve these problem. And development software which is intelligent bridge 

maintenance based Ubiquitous. This software can increase authenticity of data through computerization of 

maintenance data and reduce of time. Also, we confirm effective and facilitate maintenance management 

using ubiquitous.

1. 서    론

교량 구조물의 안정성은 사회기반시설물로서 가설  신설되는 구조물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로 유지 리

를 통하여 교량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험요인이나 교량 구조물의 기능  성능 하, 상태 등을 평가하고 

한 안 조치를 취하여 재해  재난을 방하며 시설물의 안 성  기능성을 보완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그러나 유지 리에 한 심의 부재(不在)와 리 지침의 미비는 

90년  교량 구조물의 연이은 붕괴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문제로 두되었다. 이에 따라 교량 구조물의 유지

리는 국가  심으로 두되어 법규의 제정  체계의 수립 등으로 안정성을 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아날로그 형태의 리로 인한 시간지연은 오기  락과 효율 인 자료 리의 미흡으로 교량 구조물

의 안정성을 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따라서 아날로그 형태로 이루어지던 교량 구조물의 안 검

의 문제 을 극복하고 장시 검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하여 첨단 IT기술을 이용하여 교량 구조물의 유

지 리를 소 트웨어를 개발을 하고자 하 다.

2. RFID와 RFID Reader

2.1 RFID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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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비  방식으로 무선주 수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Tag)의 IC칩에 장되어 있는 고유정보(Data)를 안테나와 리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상물체를 독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RFID는 기록방식, 주 수 역별로 구분되며 원유무에 따라서도 나  

수 있다.

표 1. RFID Tag의 주 수 역별 분류

주  수
 주 고 주 극 단 마이크로

125, 134KHz 13.56MHz 433.92MHz 860~960MHz 2.45GHz

인식거리 60cm 미만 60cm 까지 50~100m 3.5~10m 1m 이하

일반특성 비교  고가 화에 사용 실시간 추 용이 성능이 뛰어남 환경의 향 많음

동작방식 수동형 수동형 능동형 수동 /능동형 수동 /능동형

용분야
출입통제 /보안

동물 리

수화물 리

교통카드

컨테이  리

실시간 치추

자동 통행료 징수 조방지

표 2. RFID Tag의 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

Tag 수   동   형 능   동   형

작동방법
Tag 자체 원 없음

안테나로부터 를 받아 통신

Tag 자체 원 있음

주 수를 발산하여 리더기와 통신

크기, 무게 작고 가볍다 크고 무겁다

도달거리 수 mm~수m 수십m~수백m

2.2 RFID Reader

  RFID 리더기는 태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미들웨어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PC 는 기타 단말기와 랜 통신

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리더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 RFID Reader기의 특징

Supported Protocols ISO 18000-6 type-B/C, EPC Gen2 EPC Class 1

Frequency 910MHz ～ 4MHz (FHSS-16ch)

Communications Parameters 115,200bps default, 8data bits, no parity, 1 stop bit

Power Consumption Average active, Current＜900mA@4.0V

Average reading range 1 meter(up to 2meters)

Antenna Circular Polarization

Data rate 40kbps (80 kbps available)

3. 교량 안 검의 종류

  본 에서는 RFID를 이용한 교량 유지 리 소 트웨어 개발 방안을 고찰하기 하여 교량에 일상 으로 

수행되고 있는 안 검  진단의 내용, 검  평가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정기 검

  육안  망원경, 거울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도보로 근 가능한 교량의 반 인 외 상태를 조사한

다 검은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상태평가는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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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 검

3.2.1 기 검

  관리주체가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또한 구조

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 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구

조물의 상태평가항목 및 중점 유지관리항목을 파악하는 것이다

 

3.2.2 정기  정 검

  이 의 검, 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   신규발생을 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정 검 서식에 정 검 내용, 결과  조치 필요사항 등을 기록하고 구조물 체에 

한 상태평가등  (A등 ~E등 )을 결정한다.

 

3.3. 긴 검

3.3.1 손상 검

  비계획 인 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물의 손상을 긴 히 검하는 것이다. 범 는 손상의 

정도, 긴 한 사용제한 는 사용 지의 필요여부, 보수  보강의 긴 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작업량 

등을 악하여 결정하며 이를 하여 측정, 시험  필요한 경우 안 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3.2 특별 검

  정 검의 수 으로 실시되는 검으로 기 침하 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인 시설물의 지속 인 사용여부를 단하기 함이 주목 이며 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4. 유비쿼터스 기반 교량 구조물 유지 리 소 트웨어 개발

4.1 개    요

  유비쿼터스 교량 유지 리 소 트웨어는 교량 구조물의 검에 있어 가장 요한 항목을 장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효과  수행이 가능하도록 안 검에 효율성과 편리성을 부여하 다.

검 흐름은 장 검자는 검 부재에 부착된 RFID의 정보를 리딩하여 해당 부재별 조사 자료를 DB에서 

Tablet PC로 로딩, 자도면에 직  작성  부재별 상태를 입력할 수 있게 한다.

4.2 유지 리 소 트웨어를 이용한 검 리 특징

  기존의 유지 리에 한 검은 아날로그 형태로 리되어 왔기 때문에 리자가 이 에 장된 구조물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직  검색하고, 비효율 인 자료 리 문제, 수집된 리 자료는 사무실에서 디지털 방

식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 검시 자료의 수집  리가 통합 으로 이루어지지 않

아 락, 오기 등의 문제 이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 은 RFID를 이용함으로서 장에서 조회, 검, 평가

가 가능하고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락, 오기가 감되어 유지 리 자료의 데이터 신뢰성이 증가

함으로 구조물의 손상진행 추이를 분석하는데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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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지 리 소 트웨어를 이용한 검 리 차

① 검교량 선정 기 검시 교량의 제원  도면입력

② 검착수

③ 검부재 호출
리더기로 검부재에 이식된 Tag의 ID 리딩

무선랜을 통한 검부재 외  조사도 다운로딩

④ 손상내역 기입  사진촬
Tablet 펜을 이용하여 손상정보입력  메모

손상부  사진 매핑

⑤ 상태평가 입력

⑥     장 계서버 업데이트 완료

⑦ 장 검 완료

그림 1. 유지 리 소 트웨어를 이용한 검 리 차

4.4 소 트웨어제작 로그램

RFID를 이용한 교량유지 리 소 트웨어 개발에는 제작 로그램이 간단하고, 효율 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비주얼 베이직을 선정하 다.

비주얼 베이직은 도용 소 트웨어를 개발하기 한 로그램 언어로, 도우에 버튼, 탭, 라벨 등의 양식을 

배치해가며 작성할 수 있다. 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이용하므로 로그램을 매우 쉽게 개발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련 로그램을 비교  간단하고 빠른 시간내에 작성할 수 있다. 한 화면처리

의 기본 인 부분을 자동  작성이 가능하고 이벤트처리방식의 로그램으로 버튼 클릭이나, 화면이동 등의 

이벤트에 해당하는 로그램을 작성하므로 도용 소 트웨어를 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 본 소 트웨

어 개발에 합한 제작 로그램으로 선정하 다.

5. 안 검 소 트웨어의 주요 기능

5.1 구조물 등록

  구조물의 제원과 함께 구조물의 검부재의 도면이미지를 Database에 장하는 과정으로 교량 구조물의 

기본제원, 상세제원 등이 등록되게 된다. 등록내용은 기존의 리 장에 기록하는 내용이 입력되며 탭, 텍스

트로 입력가능하여 편리성을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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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 검 소 트웨어의 기본제원과 상세제원 등록

5.2 구조물 조회

  구조물 기본제원에 등록되어 있는 리․시공정보, 경사진 등의 구조물의 기본이 되는 제원조회가 가능

하다. 한 세부제원 등록에 있는 구조물의 설계․부재정보, 구조형식 등을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3. 안 검 소 트웨어의 기본제원과 검이력 조회

5.3 구조물 평가

  검 시 각 부재별로 평가 기 에 따라 검자는 A~E 등 으로 평가를 하고 손상에 한 기록을 텍스트 

형식으로 한다. 기록된 등 은 안 검진단 세부지침에 의해 가 치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체 상태평가가 

산정된다. 이는 구조물의 안  상태 악에 있어 객 인 평가로 요한 과정이다. 한 외 조사도 작성과 

같이 평가가 가능하여 시간을 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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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 검 소 트웨어의 상태평가와 외 조사도

6. 결    론

  기존 구조물의 안 검은 아날로그 형태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구조물의 안정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첨단 IT 기술인 RFID와 Tablet PC를 이용한 안 검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산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 자료의 효율화된 리와 구조물의 편리하고 효과 인 검을 

통하여 교량 구조물의 지능 인 리로 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교량에 내재되어 있는 험요인, 기능, 

성능 하를 방하고 효용성 증진이 가능하다. 한 지능 인 유지 리는 교량 구조물에 국한되지 않고 련

분야에 효과 으로 활용되어 국가 산 감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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