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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철도의 토목구조물(교량, 제방, 옹벽, 사면)은 정기점검 및 구조물에 대한 실시간 상

태 점검이 불가하다. 구조물 관리에 대한 방식은 해당 구역별 담당자 이외에는 현황파악에 어려움

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토목구조물 실시간 상태점검에 대한 현 문제점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련

규정(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 선로유지관리지침, 건축구조물유지보수시행세칙, 

재해업무처리규정, 철도운행에관한 안전지침, 고속철도 운전취급세칙)을 고려하여 IoT 센싱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었다. 토목구조물을 GIS를 활용한 위치기반으로 IoT 센서와 함께 활용하여 구

역별 담당자 이외에도 구조물에 대한 상태파악 및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IoT센싱방안(연계여부, 

연계센서)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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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철도 토목구조물(교량, 제방, 옹벽, 사

면)은 실시간 상태점검이 대부분 되지 않고 있

다. 몇몇의 특정구조물만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는 인력이 직접 검측·점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점검 및 실시간 상태점검을 위

해 구조물별 재난 및 안전 관련규정을 참고

하여 IoT 센싱방안(연계여부, 연계센서)을 

도출했다.

2. 본 론

2.1 IoT 센싱방안 도출 

2.1.1 관련규정 검토

IoT 센시방안(연계여부, 센싱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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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침해설서, 선로유지관리지침, 건축구조

물유지보수시행세칙, 재해업무처리규정, 철

도운행에관한 안전지침, 고속철도 운전 취급

세칙을 참고하여 센싱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조물을 세부시설로 분류하여 기존 검측·

점검 방법을 검토하고 그에 맞게 각 점검방

법마다 센싱방안을 도출하였다. 

2.1.2 구조물별 IoT 센싱방안 도출

IoT 센싱방안은 구조물중 교량, 제방,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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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Disaster and Safety Regulations

↓
Identifying the Status of Condition Checks by 

Structure
↓

Analysis of IoT Cconnection Status

↓

Analysis of IoT Connection Sensors

↓

IoT Sensing Method Derived

Table 1 IoT Sensing Method Derivation Process



벽, 사면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4가지 구조물의 각 세부구조로 구분하여 IoT 

센싱방안을 도출하였다. 교량의 경우는 상부

구조, 하부구조, 받침, 케이블, 기타부재, 2

차부재로 구분하였다. 제방의 경우는 표준제

방, 특수제방으로 구분하였다. 옹벽의 경우

는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돌망태 옹

벽으로 구분하였다. 사면의 경우는 기본구조

물,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였다. 교량의 경우 

현재 점검 항목이 148개로 분석되며 IoT 연

계가 가능한 항목을 토대로 도출한 센싱방안 

개수는 39개로 나타났다. 제방의 경우 점검 

항목은 51개로 분석되며 IoT 센싱방안 도출

개수는 13개로 도출되었다. 옹벽의 경우 점

검 개수는 43개로 분석되며 IoT 센싱방안 도

출개수는 15개로 분석되었다. 사면의 경우 

점검개수는 24개로 분석되며 IoT 센싱방안 

도출개수는 6개로 분석되었다. IoT 센싱방안

은 연계여부에 따라 도출하였다. IoT 연계방

안 센서로는 균열계, 변형률계, 처짐계, 경

사계, 변위계, 침하계, 간극수압계, 지표변

위계 등으로 도출되었다.

3. 결 론

토목구조물 중 교량, 제방, 옹벽, 사면에 

대해 기존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IoT 센싱방

안(연계여부, 연계센서)을 도출하였다. 기존 

구조물 점검개수 대비 IoT 센싱가능 점검개

수는 교량의 경우  26%, 제방의 경우 25%, 

옹벽의 경우 27%, 사면의 경우 25%로 분석되

었다. 4가지 구조물의 기존점검 대비 IoT 센

싱가능 개수는 평균 27%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1]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2012)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Detailed Guidance Book

[2]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5) Line 
Maintenance Guidelines

[3] Korea Railroad (2014) Detailed rules for the 
maintenance of building facilities

[4] Korea Railroad (2014) Disaster Affairs 
Regulations

[5] Korea Railroad (2013) Safety Guidelines for 
Railway Operations

[6] Korea Railroad (2013) High Speed Rail 
Operation Handling Rules

Classification Number of inspections Number of IoT sensing 
methods Rate

Bridge 148 39 26%

Levee 51 13 25%

Retaining wall 43 15 27%

Slope 24 6 25%

Total 266 73 27%

Table 2 Properties of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