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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국토해양부， 2008)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신공항하이웨이(주) 관할 현수교인 영종대교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연계 시범구축을 실시하였다 기구축 

계측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DAQ Sender 서버 프로그램과 DAQ Receiver 서버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는 연계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DAQ Sender 서버 프로그램은 기구축 계측시스템 전산센터 내 중립지 역 (DMZ ZONE)de미리 설치 서버계서 

버설치되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기구축 계측시스댐과의 통신을 담당한다. DAQ Rece iver 서버 프로그램은 안전관리 네트워 

크 시스템 통합운영센터 내 연계서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DAQ Sender와 통신을 통해 실시간 및 기간이 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운영 서버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시범구축 결과 기구축 계측시스댐으로부터 연계항 

목을 구성하고 실시간 및 기간이력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각 기구축 계측시스템들을 통합할 

때 필요한 연계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액심용어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 기구축 계측시스템， 시스댐 연계 ， 연계 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the construction of test bed for the combination of the health monitoring system in 

Yongjong grand bridge with the safety management network system in order to explore the feas ibility of combining the 

existing monitoring system with the safety management network system. For this purpose, connection program which con

sists of DAQ sender server program and DAQ receiver server program has been deve loped. DAQ sender server program 

installed in the connection server, which is located on the DMZ zone of the existing monitoring system, plays the role of 

communicating with the monito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DAQ receiver server program insta lled in the connection 

server, which is located on the integrated operation center of the safety management network system, plays the part of 

gathering real time and tim history data of the existing monitoring system and storing them in the integrated operation 

server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the DAQ sender. Test bed demonstrated the feasibili ty of combining the ex isting 

monitoring system with the safety management network system. 

KEYWORDS safety management network system, exi sting monitoring system, system combination, connec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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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르툴 
L-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설물의 붕괴로 인 

한 경제적인 손실이외에도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생 

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공용중인 시설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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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전성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제정된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자의 

정기점검과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손상유무와 이로 인한 성능의 저하를 확인하고 있다(호택 

시설안전공단， 2005). 

외관 상태와 구조성능이 양호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이 

러한 주기적인 안전진단만으로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으나， 장대교량과 같은 주요 시설물， 노후한 시설 

물， 재해나 태러에 취약한 시설물 등은 주기적인 안전진 

단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상태를 상시 감시해야 할 펼요 

가 있다. 이는 시설물의 이상거동을 미리 감지하여 시설 

물의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큰 손상이나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물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감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의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조물의 상시 감시체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ong 2004; 김 성곤 등， 2006) . 

이에 발맞추어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 중 도로상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인 교 

량에 대하여 첨단 센싱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기술 개발을 위 

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국토해양부， 2008).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댐은 교량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 계측시 

스템(주로 광섬유센서)을 구축하여 이를 네트워크화 하 

고 기구축 계측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모니터링센터에 

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난 및 재해 시 

교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 주요 목표이 

다. 그 중 기구축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 

댐 연계에 있어서는， 현재 각종 사회기반 주요 시설물의 

운영주체별로 다양한 감시시스템을 연구개발채택하고 

있으나， 계측시스탱 통합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 

어서 향후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국가운영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 

크 시스템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신공항하이웨 

이(주) 관할 현수교인 영종대교 기구축 계측시스템의 안 

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연계 시범구축을 실시하여(국토 

해양부， 2008) 기구축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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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2 .1 대상교량 

시스템 연계의 주목적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관리 네트워크 통합운영센터와 신공항하이웨이 

(주) 관할 현수교인 영종대교 계측시스뱀의 원활한 상호 

연계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전체 계측데이터 중 일부를 통 

합운영센터로 연계하는데 있다. 대상교량으로 선정된 영 

종대교는 신공항 고속도로상의 인천 서구 경서동(장도)과 

그림 1 염증대교 전경 

표 1 영종대교제원 

항목 항목내용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경서동(장도)-중구 운북 
동(영종도) 

현수교 125 + 130 + 125 m 

규모 
트러스교 6 x (3@ 125)=2,250 m 

강상형교 
영종도측 : 1,140m 
인천측 480 m 

설계속도 
· 도로 : 100 km/hr 
철도 : 110 km/hr 

설계하중 
도로 ’ OB-24 

설계 철도 : Q25 

기준 
항로조건 

· 폭 ‘ 200 m 
통과높이 35 m 

기본풍속 40 m/sec 

설계진도 0.14 g 

구간 구조와제원 

상부구조 2층 WARREN TRUSS(도로+철도병용) 

하부구조 
단부 현장타설 말뚝(fl ,500 m) 
단부 가물막이 공법 ’ 강관 Sheet Pile 

주케이블 
용융아연 도금평행 강선 케이블(Air 
Spinning 공법 ) 

i연~'T‘.ïi! 행어 84 mm CFRC (Center Fit Ropε Core) 

-형식:다이아몬드식 
주탑기초 

주탑 - 뉴메틱 케이슨(규격 47 mx l8 mx42 m) 
- 국내 최초무인굴착에 의한기계화시공 
-케이슨 착저 時 주수를 위한 Oouble Wall 



기구축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49 

중구 운북동(영종도)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영종대교의 

교량전경은 그림 l과 같고 제원은 표 l 에 나타내었다. 

2.2 기존계측시스템 

2.2 .1 계측시스템 구성 

영종대교 계측시스탬 구성도는 그림 2와 같으며， 계측 

센서의 종류 및 수량은 표 2에 나타내었다 

~ 
。.

i-------띈??-----------…-현전승장:1;1 
1‘ B><rLij .ι r-----: 

i}L뿐 힐전송장:1;1 

Ma in 굉캔이를 

3. 기구축 계측시스탬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연계 

3.1 연계시스템 구축 

3. 1. 1 연계시스템 구성 

영종대교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통합운영센 

터로의 연계를 위하여 신공항 하이웨이(주)와호댁시설안 

+a 
。.

괴혹윌학」 

컨트률모니터 L..:- ìC!-- --.-. Printer ‘ 
’ ______________ 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 J 

그림 2 영종대교 계측장비 구성도 

니Iouma/of The Korean Soαiety of Societa/ SeCL짜y， VoI 2,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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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측센서의 종류 및 수량 

구분 설치수량 비고 

정적변형률계 134 

동적변형률계 11 3 변형률， BWIM용， 피로분석용 

풍향풍속계 6 

온도계 48 

지진계 2 

신축변위계 4 

처짐계 5 

경사계 4 I 축/2축 

케이블장력계 12 

가속도계 20 l 축/2축/3축 

GPS 12 

부식측정계 33 (온습도계 16EA) 

총계 393 

댐
 지 

빼
 됐
 

신공항하이웨이 

D엉서버 

연깨서버 
(ReceÎYer) 

1 
톨신정에 

@ 연계서버간 실시간 동쩍자료 승수신 
(3) 1:1 전승스혜드톨 용한 안정적 용영 

그림 3. 연계시스템의 구성도 

전공단 간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구성하였으며， 영종대 

교 계측시스템과 통합운영센터와의 원활한 데이터 송· 

수신을 위하여 전용서버를 신공항 하이웨이(주) 전산센 

터에 두어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계시스템의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그 구성도는 그림 3에 나타 

내었다 

·운영 중인 영종대교 계측시스댐의 부하 최소화 

，영종대교 DB 서버 및 DAQ 서벼와의 원활한 통신 

·호F국시설안전공단 통합운영센터로의 안정적 데이터 

송수신 및 장애 대처 

·향후 연계범위 확대를 고려한 유연한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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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연계항목 

시범적으로 전체 계측데이터 중 일부(처집계， 신축이음 

계， 경사계)를 연계하며， 연계항목 및 위치는 표 3과 같다. 

3.2 데이터 유형 

영종대교의 계측 데이터 유형은 크게 정적과 동적 데이 

터로 구분된다. 정적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데이터로 장기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10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동적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이터로 초단위 

100Hz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한다. 각 연계항목의 데이 

터 유형은표 4와같다. 

3.3 프로그램 개발 

3.3 .1 연계 프로그램 

계측 데이터 연계 서벼 프로그램은 영종대교 계측시스 

뱀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계측 데이터를 

통합운영센터로 보내는 Sender와 필요한 계측 데이터를 

요청하고 요청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통합운영센터 내 관 

리서벼 및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Receiver로 구성된다.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표 5에 나타내었다. 

서버 프로그램과 계측시스뱀의 연계시에는 표 6과 같 

이 기존 시스템 운영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취 

합한다. 즉， 실시간 동적 데이터는 영종대교 DAQ 서버와 

실시간소켓통신을통해 송수신하며， 기간별 이력 데이터 

는 DB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수집한다. 서버 프로그램과 

통합운영센터의 연계시에는 그림 4와 같이 상시 서버 프 

로그램(Sender， Receiver)간 연결을 유지하여 실시간 자료를 

요청 및 수신하며， 기간 이 력자료는 10분 주기로 Receiver 

서버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요청 및 수신한다. 

3 .3 .2 장애대처 방안 

장애에 대한 대처 방안은 그림 5와 같다 영종대교 계측 

시스템과 연결 실패 시에는 Sender 서버 프로그램에서 재 

접속을 시도하며， 일정기간 영종대교 계측시스댐과 연결 

실패 시에는 Receiver 서벼 프로그램에서 알람을 표시한 

다. 장애 발생 복구 후에는 기간별 이력 데이터가 자동으 

로요청 및 취합된다. 

3.3 .3 시스댐 확장 방안 

시스템 확장은 그림 6과 같이 Receiver 서벼 프로그램 

에서 계측센서 목록을 추가 요청하면 된다 단， 최대 40개 

까지 확장이 가능하다(영종대교 계측시스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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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계항목및위치 

연계항목 | 개소 

처짐계 

신축이음계 

(영종도측) 

신축이음계 

(인천측) 

경사계 

2 

2 

4 

표 4 연계항목 데이터 유형 

연계항목 구분 

동적 

깅 공&뻗R앙 

이 공l멸얘·’ 

이 용&벌야양 

세부위치 

g 

· 영종도측 la-la단연 상부 
영종도측 1a-la단면 하부 

· 인천측 1b-1 b단면 상부 

· 인천측 1b-1b단면 하부 

3b 

3b 

’ 동쪽주탑탑정부 
· 동쪽주탑 중앙부(북쪽) 
-동쪽주탑 중앙부(남쪽) 
· 동쪽주탑 거더부(북쪽) 

수집주기 

· 실시간자료(100 Hz) 제공 
(실시간) 

처징계 
. 1 0분 단위 대표치 추출 

동적 
(32, 7687~ 샘플 데이터 수집후 계산) 

신축이음계 정적 .1 0분 

경사계 ;AJ~ ’ 10분 

비고 

서톨앙힐 P 

ðllI " 

서빼밝F C> 

ðllI n 

1b 

서톨방힐 P 

수집서버 비고 

DAQ 서버 
실시간자료를수집하기 위해서는 

DAQ 서 버 와 TCP Socket 통신을 수행 함. 

DB 서버 

DB 서버 

DB 서버 

“bαna/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unty, VoI. 2, /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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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신공항하이웨이(주)전산센터 내 연계서버에 설치 
·영종대교DAQ서버 및 DB서버와연계하여 데이터를수집 

Sender (실시간동적 원시 데이터，이력 데이터) 
·수집된 계측 데이터를 임시 메모리에 보관 

'Rece ivel 서버 프로그램 요청시 계측 데이터를 송신 

'Sender 서버프로그램에 데이터 수집 요청 

Receiver ·송신된 계측데이터 수집 및 일시 보관 
·일시 보관된 계측데이터를 관리서버 및 DB에 저장 

·장애 복구 후 미 전송 데 이터 요청 및 수신 

....... 
， ffi시에 먼;((， 

효Ä11l1 I WlNl 

시를 "' 1융늄 
다!슨찌드 {- '=--J 빼구g 

I~잉시6‘ " ;((1 
m버주쇼 J I양 1탱 깨 녀 ~ 

호§언호 l ‘'"톨l 

S. .. I. RIt‘. ,1100 ~ I Hz 

l에R리 한"' 1 
서버Z쇼 : 

호 • .,,2 

m 룰g 

æ[)~ 

흐끼 .. ‘. ,140 1 113 
[ ~~ Oat, 앤二二% 
〔흐키" .... 껴 g 
L본관시간 마깅 ξ 

그림 6. 시스템 확장 방안 

*‘ 

그립 7. 엉종대교 DAO Sender 프로그램 

표 6 영증대교 계측시스템 연계방안 

수집 | 수집절차 
서버| 

<D DAQ서버에 TCP 소켓통신을통해 자 

료 요청 (REQUEST lD: _IMDB) 
@ DAQ서 버는 요청 한 센서목록을 확인하 

I초 | 취메 D~91 여 메모리에 적재된 실시간자료를 취 형 
110최 서 버 I@ 취합된 실시간자료를 형식에 맞게 조합 

@ 연계서버로 소켓통신을 통해 전송 
@연계서버는수신된실시간자료를 메모 
리에적재 

DB I φ DB서버 직접 접속 
I @ 최근수집된 계측자료수집 

서버| I@ 연계서버 메모리상에 자료 적재 

연껴서버 
(Sénder) 

‘ 

.~션셔 
잉시간자''''엉 

(JM08) 

Del 
ay 

연계|수집 

항목|주기 

어
없
 
。

-
n

l 분 

실
 시
 
간
 

DB 

그림 8 영종대교 DAO Receiver 프로그램 

웹서비，. (ðl 서~ .지 .... 

% 에연1그." 핸1그턴피현폰」 
~ •• ~8 .. 

".!!AI---1프←그섣N 

zη 

녁인 
” ~ s 

월 

α 

1갱i 
a 

렇 
I 

----' 

그림 4. 톰합운영센터 연계방안 

。.서에 

t 

그림 9. 연계항목 구성 그림 5. 장애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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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그I pïï괴 ~ .. ~~jVT-li:패호-x --김 자ia시 때 

6 ←→←←←→←→ τ 

~ 시비구동 때 셔 111 정지 p 흩 a 

여연~:J. μ -지응겁엑 L 

1 ‘ 1‘낀 l‘ 1‘,. ’‘,." ’‘ 1‘'"‘““ “ 1“9'“‘잉 1‘ 15001‘ l S:OS H:15. 11 1‘ 15.111‘’5:221 4:15:281‘"" 
TIme[sl 

(a) 시 간대 별 처 짐 측정 결과 (100Hz) 

연계그'1료I고 호펀지i'J-JH때J， ~ 굉꾀1i]뼈홈터고 -1뼈동굉고 &조 m 
ZOOlHI6- 12 ’3'31 “ 19 야13 

z “ 
~.， 

a 
20' 

20 ,., 
" '.' 
" 11.5 

" ’.' 16 

' >5 
15 

- " 13:11 ’‘ -" 13:271‘ 
i 

2OO!H)당" 
13;311‘ 

TIme[m1 
-" ,.‘71‘ 

(b )시 간대별 처짐 측정 결과(10분 간격) 

200앙이f’ 
13:511‘ 

그림 10. 연계 데이터 확인 및 전송 

3.4 데이터 연계 

그림 7과 그림 8에 기구축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 

워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영종대교 DAQ Sender와 Receiver 

서버 프로그램 초기화면을 나타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DAQ Sender 서버 프로그램은 신공항하이웨이(주) 전산센 

터 내 연계서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영종 

대교 계측시스빔과의 통신을 담당한다. DAQ Receiver 서 

버 프로그램은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통합운영센터 

내 연계서벼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DAQ 

Sender와 통신을 통해 실시간 및 기간이력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를 통합운영 서버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9와 그림 1 0에 DAQ Receiver 서벼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DAQ Sendel 서버 프로그램에 연결한 후 연계하 

고자 하는 항목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확인 및 전송하는 

예를 나타내었다. 

4 . 결 료르 
‘-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 계측시스뱀의 안전관리 네트워 

크 시스템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신공항하이웨 

이(주) 관할 현수교인 영종대교 계측시스템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연계 시 범구축을 실시하였다. 

기구축 계측시스탱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DAQ Sender 

서벼 프로그램과 DAQ Receiver 서벼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DAQ Sender 서 버 프 

로그램은 기구축 계측시스템 전산센터 내 중립지역(DMZ 

ZONE)에 미리 설치한 연계서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프 

로그램으로 기구축 계측시스템과의 통신을 담당한다. 

DAQ Receiver 서벼 프로그램은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스 

템 통합운영센터 내 연계서벼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프로 

그램으로 DAQ Sender와 통신을 통해 실시간 및 기간이 

력 데이터를수집하고 이를통합운영 서버에 저장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본 시범구축 결과 기구축 계측시스랩으로 

부터 연계항목을 구성하고 실시간 및 기간이력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연계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각 기구축 계측시 

스템들을 통합할 때 펼요한 연계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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