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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은 상호 

연결된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제품, 서비스, 

장소)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1]. 

또한, 미래의 핵심자원이 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IoT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IoT 기술이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IoT 센서 데이터를 

통해 시설물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그 변화 방향성에 대한 고민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IoT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 사업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IoT 기반 

센서 데이터가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연구하였다. 시설물 노후화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환경 데이터와 시설물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교량에 신축변위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하고 외부 데이터들과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센서 설치를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현재보다 개선된 구조물 관리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의 창출은 향후 맞이할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본 연구는 IoT 센서 데이터 분석을 시설물 관리 

체계에 적용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고민해야 할 이슈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사물인터넷, 시설물 관리, IoT 센서, 교량 신축변위, 

다중회귀분석 

학   번 : 2019-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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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적 큰 변혁을 

일컫는다. 최근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은 IT 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WEF, 2016)[2].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요소기술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5대 핵심 기술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가치창출 시스템이 

핵심기술의 상위 레벨에 포지셔닝 된다[3]. [그림 1]은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1]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1 

 

 
1 김석관 외[3] 자료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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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의 시작이 되는 데이터 확보 

영역에서는 IoT가 대표 기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IoT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로 정의된다[4]. IoT를 밸류 체인을 기준으로 나누면 

디바이스(Device) – 네트워크(Network) – 플랫폼(Platform) – 

서비스(Service) [- 시큐리티(Security)]로 나뉘게 된다. 가장 

하위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센서)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기술체계의 시작이 된다. 데이터의 확보가 미래사회 

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 준비작업인 셈이다. [그림 2]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그 중 사물인터넷의 핵심 영역을 설명하였다. 

네트워크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IoT만을 위한 전용망이 개발되어 

저전력으로 작은 데이터를 저렴하게 전송하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플랫폼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핵심 

영역으로 IT분야 선도 기업들이 이 분야 비즈니스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정제된 재료들을 이용하여 최종 

제공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이 서비스 

영역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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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핵심 영역2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IoT 활성화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센서 설치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 IoT 기술은 발전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뉘며[5], 현재는 1단계 연결형 

중심의 정책이 진행중이다. 일부 영역에서 2단계를 진행중인 곳도 

존재한다. 1단계 단순한 연결에서 2단계 연결을 통한 분석, 예측 

등을 통한 지능형 단계로, 최종 3단계에서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자율형으로 진화하게 된다. [표 1]에서 상세히 

나타난다. 

 

 

 
2 김석관 외[3], 행정안전부[4] 자료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4 

[표 1] IoT 기술의 발전 단계 및 특징3 

단 계 특 징 

1단계(연결형)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주변 센싱, 결과 전송 

및 모니터링, 원격 제어가 가능한 단계 

2단계(지능형)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는 지능적 

행위가 가능한 단계 

3단계(자율형) 
사물간 분산협업지능을 기반으로 상호 소통, 

스스로 의사결정, 물리세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단계 

 

미래에 하나로 연결되어 자율형까지 진화해야 할 IoT 

데이터이지만 현재 개별 수행 기관에서 각각 취급되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어디에 몇 개의 센서가 설치 및 운영되어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향후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정의하고 

그 가치의 밸류를 높여 나아 가는 게 공학자들의 임무일 것이다. 

IoT 센서는 여러 분야 및 영역에 설치되어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에서 공장, 빌딩, 전기/가스, 각종 인프라 

등으로 그 영역이 넓으며 그 중 이러한 IoT 센서로 제공 가치 

명확하고 이해가 직관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다수의 

건물, 도로, 교량 등 시설물 및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는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인프라의 노후화를 대비한 선제적 시설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5]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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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노후 시설물의 현황 및 예측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시설물 관리 분야는 IoT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현장 인력 중심에서 원격 데이터 중심으로 체계가 진화하고 있다. 

이에 IoT로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관리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설물 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연구의 결과가 공공으로 귀결되어 공익적인 성격을 띈 

시설물이 교량, 터널과 같은 공공 인프라이다. 이 중 교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3] 사용연한이 끝나는 인프라 현황 및 예측 

 

교량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지는 시설물이다. 특히 교량의 상판사이의 공간인 신축부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실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교량 신축변위 센서 데이터 기반의 교량 관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표 2]는 신축이음부 관련 최근 

사고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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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량 신축이음부 관련 사고 

장소 시기 내용 

만화교(부산) ’18.6 
신축이음장치 변형 및 돌출로 차량 32대 

타이어 파손 

청량교(울주) ’18.6 신축이음부 고무 조인트 터져 철판 돌출 

광안대교(부산) ’20.1 
상판 첫번째 주탑 앵커리지 인근 

신축이음장치 파손(1m*0.6m 구멍 발생) 

 

본 연구에서는 IoT 센서 데이터가 시설물 관리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며, 나아가 IoT 기술이 단순 

관제단계를 넘어 분석단계로 가기 위한 방향성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IoT 센서를 시설물에 설치하여 

결과값을 바탕으로 의미를 분석하고, 특히 시설물의 관리 측면에서 

IoT 센서 데이터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면서 데이터가 주는 

가치를 정의하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폭 넓게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설물 관리분야의 나아갈 

방향성 제시 측면에서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IoT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량의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 또한 IoT 관련 

정책과 현황을 바탕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량 신축변위를 측정하고 수집하였으며, 

예측을 위한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IoT 데이터가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IoT 기술의 중요성, 센서 

데이터와 교량 관리 관련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다. 

2장은 국내 IoT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과 공공 데이터 현황을 

분석한다. 

3장은 국내 교량관리체계 및 IoT 기반 교량 관제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4장은 연구 데이터 확보방안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5장은 데이터의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6장은 결론으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 

제언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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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esearch Structure 

 

[그림 4]는 본 연구의 구조도로 핵심 키워드와 연구의 흐름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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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oT 정책과 데이터 현황 
 

 

정부는 ‘14년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계 

사업자간 협업을 통해 IoT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민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사물인터넷 확산전략 발표(‘`15.12), 

사물인터넷 R&D 기술개발 추진(‘16년~) 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년에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도 데이터 수집이 핵심과제로 소개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들의 결과물로 

어떠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IoT 관련 정책 및 추진 계획 
 

[표 3]에서와 같이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에서 선정한 3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크게 서비스, 기업, 인프라 영역을 

3대 분야로 지정하고 이어 하부 과제를 정의하고 있다[6]. 과제 

수준에서 살펴보면 주로 서비스 개발, 산업 육성, 인프라 강화와 

같이 거시적인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IoT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장을 만들어 IoT의 확장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업을 키워내는 나가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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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 3대분야 12개 추진과제4 

3대 분야 12대 과제 

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창출 및 확산 

유망 IoT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확산 

ICBM 융합 신 서비스 개발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 

개방형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 

스마트 센서 산업 육성 

전통산업과 SW신산업 동반성장 지원 

생애 全주기 종합 지원 

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유무선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양성 

규제 없는 산업환경 조성 

 

[그림 5]와 같이 15년도에 발표된 K-ICT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을 보면 먼저 6대 핵심분야에서 BM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수요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맞춰 4개의 핵심 

영역에서 산업 경쟁력과 그 기반을 강화하는 공급강화 전략 또한 

제시한다. 사물인터넷 확산을 시장 중심으로 정의했으며,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7]. 확대의 핵심은 사업 

활성화이다.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쓸 만한 

가치있는 서비스가 많이 나와야 하며, 여러 곳에서 수요를 일으켜 

서비스 창출 및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는 6개의 

핵심분야에 사업화를 집중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표준화, 플랫폼 

개방 등을 통해 공급을 지원한다. 

 
4 관계부처 합동[6]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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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5 

 

정부의 IoT 관련 추진 계획 및 전략의 내용은 기술의 개발, 

표준화 선도, 생태계 조성, 민간협력 지원 등으로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에 맞춰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대상으로 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을 살펴보자.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8].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의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全산업 5G, AI 융합 

확산을 목표로 ‘25년까지 약 18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반영된 정책이며 [그림 6]에서와 같이 데이터의 

수집부터 축적, 가공, 활용까지의 전 영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5 관계부처 합동[7]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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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데이터 댐 개념 및 추진 방향6 

 

사물인터넷 분야는 영역이 넓고 이해관계자들도 다양하여 

정책을 펼 때 고려사항이 많고 추진 분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기술 위주로, 최근으로 올수록 인공지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는 

분석을 위한 핵심 재료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고 있어 1차적으로 활용가능한 관제와 같은 관리체계의 

적용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6 정부, 데이터 댐 사업 연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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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oT 관련 추진 사업 
 

서울시는 스마트도시정책관실 ‘2020년 업무보고에서 [그림 

7]에서와 같이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전략 기반의 업무를 추진한다[9]. 

 

[그림 7] 2020년 서울시 정책비전7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있는 ‘체계적 IoT 데이터 수집 기반 마련’ 

업무는 [표 4]와 같이 ‘도시 데이터 센서(S-DoT) 설치를 통해 

도시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여 도시데이터 활용 확산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센서 데이터를 통해 각종 도시현상을 상시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과거부터 센서 데이터 기반의 오픈 

 
7 서울시[9]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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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책을 추진해온 터라, 과거 센서에 대한 점검 및 교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 모니터링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고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 체계적 IoT데이터 수집 기반 마련 계획8 

주요 추진 계획 

○ 도시데이터 센서(S-DoT) 운영: 850개 (’19년 설치)  

-안정적인 센서 관리: 전수 검사(년3회), 비정상센서 점검 교체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신뢰도 확보: 측정 범주 초과, 이상 

측정값 등 모니터링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도시현상 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 및 공유 

○ 도시데이터 센서(S-DoT) 설치 확대: 250개 (누적 1,100개)  

-미세먼지, 소음, 진동, 온도, 자외선, 습도 등 10개 도시현상 

데이터 수집  

-소관부서․자치구․시민 요구분석 기반 측정항목, 설치대상지 선정  

-민간․공공 누구나 사용가능한 IoT공용함으로 구축하여 공동 활용 

○ ‘IoT 도시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도시데이터 예측, 모니터링 등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및 사용자 

기능 구현  

-도시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확대: 열린 데이터광장, 디지털 

시민시장실 등 

 

또한 이에 앞서 ‘18년도에는 ‘22년까지 총 1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전역에 5만여개의 IoT 센서를 설치한다는 ‘스마트 

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0].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데이터화 하여 분석하고 누적된 데이터에 IoT,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도시인 서울시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8 서울시[9]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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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센서, 플랫폼 설치 등 Io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첫 사업인 ‘IoT/AI 기반 신 

데이터 댐 구축사업’에 선정(’20.8, 32.5억원 국비 투입)되어 상무 

지하공동구(연장 4.8km)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년간(‘21년 ~ ‘22년) 빅데이터를 수집 및 실증한다[11]. 

지하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안을 위해 도시 지하에 설치 및 운영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본 

사업에는 디지털 트윈, 레일 로봇, 광센서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생산, 수집,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실시간 이상 감지, 재난안전 사고 예측시스템을 

실증한다.  

또한 [그림 8]에서와 같이 데이터댐의 가장 기초이며 핵심 

사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약 3,000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가 구축될 

계획이다.  

 

[그림 8] 데이터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분야9 

 

지자체 추진 사업들을 살펴보면 아직 데이터 수집 내용이 주를 

이루는 초기 단계로 보이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서울시의 

경우 데이터 예측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9 정부, 2020년 추경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10대 분야 15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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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체계가 잡히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서울시의 경우 데이터를 개방하는 오픈 

플랫폼 정책 이외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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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oT 센서 데이터 현황 
 

지난 정부부터 정부 3.0이란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12]. 이러한 정책 

기조아래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파일 데이터 36,505개, 오픈 API 

6,379개, 표준데이터셋 11,423개 수준이다 (’20.11 기준)[13]. 

[그림 9]에서 전체 데이터의 카테고리와 그 비중이 시각화 되어 

있다. 이 중 단순 통계자료가 아닌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비중상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스마트 서울 도시데이터 센서(S-

Do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나름 체계적인 센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센서 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교량이란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교량현황 데이터 

위주이며, 센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에 홍보된 

각종 IoT 관련 사업 등에서 구축된 센서의 데이터는 다양한 이유로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국가 보안이나 

안전 등과 같이 오픈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환경정보 위주로 오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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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가 데이터 맵10 

 

서울시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한강교량 on-line 

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량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교량에 센서를 설치하고 중앙의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그 값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과거의 

인력기반의 교량 점검방식을 넘어서는 형태로 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어느 교량에 어떤 센서를 

설치하여 어떤 값을 수집하고 있다 수준의 현황 데이터로 실세 

수집된 센서값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10 공공 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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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강교량 On-Line 안전감시시스템11 

 

위 사례와 같이 교량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센서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센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교량 관리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교량 관리를 위한 방안 및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http://hbsafety25.eseoul.go.kr/open_content/main_page.html 



 

 20 

제 3 장 교량 관리체계 
 

 

센서 설치를 통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교량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현재 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법적 교량관리체계 
 

교량을 포함한 시설물의 관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은 정해진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점검 및 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관리체계가 달라지게 된다. 시설물은 목적, 특성, 규모 

등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구분되며, 한강 교량은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1종으로 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5]에서 

1종 시설물의 기준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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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설물의 종류 구분12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 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 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 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 일 공급능력 3 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그리고 시설물은 상태에 따라 A~E의 5단계 안전등급을 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표 6]에서 등급별 상세 상태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22 

[표 6] 시설물 안전등급 및 평가기준13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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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기안전점검은 외관조사를 중심으로 상태를 점검하며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실태 점검이다. 

안전점검의 주기는 아래와 같다. [표 7]은 시설물의 등급별 점검 및 

진단 실시시기에 대한 기준이다. 

[표 7]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시기14 

안전 

등급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A등급 
반기 

1회이상 

4년 

1회이상 
3년 1회이상 

6년 

1회이상 

5년 

1회이상 
B,C등급 

3년 

1회이상 
2년 1회이상 

5년 

1회이상 

D,E등급 
1년 

3회이상 

2년 

1회이상 
1년 1회이상 

4년 

1회이상 

 

한강교량의 경우 성산대교만 C등급이며 나머지 교량은 모두 

B등급으로[14], 외관조사만 이뤄지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이며 

계측이 동반되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한 사고나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체계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소수의 교량 

담당인원이 다수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 또한 적지 않아 

효과적인 교량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8]은 안전점검시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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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15 

정기안전점검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내역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잘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 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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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oT 기반 교량관리체계 현황 및 과제 
 

측정장비, 네트워크, 컴퓨팅 하드웨어 등 기술의 발달로 초당 

또는 분당 1회 등 잦은 주기로 시설물의 특정 부위를 측정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관리체계에 있어 새로운 환경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 기반을 잘 활용하면 관리체계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교량의 유지관리, 보수/보강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컨셉으로 교량 및 시설물에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곳이 늘어나고 있다.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특정값 

및 이미지를 센싱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에 수집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 판단, 실시간 관제, 비상 알람, 

상황 전파,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과거 

시스템 도입에 장벽이었던 고가의 센서, 네트워크의 안정성, 플랫폼 

운영 비용 등은 저가 IoT 센서의 등장과 IoT 전용 네트워크의 

도입,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컴퓨팅 환경의 발전으로 많은 부분 

해결되었으며, 운영자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점검과 

안전진단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 증빙자료로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위의 형태로 구축된 

IoT 기반의 관리체계에서 지원하는 결과물들이 법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 등의 행위에 증빙자료로 사용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아직까지 관제 시스템에서 획득된 정보의 품질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된 적이 없어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신기술로 구현되는 관제 환경이 단순 편리함을 넘어서 행정적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뢰성 검증 작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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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개요 
 

 

앞서 언급한대로 교량 신축부에 센서를 설치하고 그 측정값을 

분석하여 교량 관리 측면에서의 이해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단순 

측정치뿐만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분석하여 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점들도 함께 

연구해보고자 한다. 구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되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 노후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지속적 하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구조물 재료의 

(시간의 흐름으로 생기는) 상태 변화,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지진, 태풍 등) 등으로 노후화의 원인은 외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조물 관리를 노후화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외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량의 신축변위값과 외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어떻게 교량 센서값이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교량은 구조상 교각위 상판과 상판을 이어주는 

신축부가 발생하게 되며, 이곳에 신축이음장치를 구성하여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료의 건조 수축,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 등을 조정하게 된다.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위의 공간이 적절히 못할 경우 지지조건의 불안정으로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교량의 수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교량이 구축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축값을 측정하여 

교량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교량에서 신축값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신축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규격은 이미 식으로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교량의 재료, 

특성, 온도 등의 변수에 따라 계산된다. 교량 신축량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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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교량 신축량 계산식 

 

여기서, Δ L = 계산 이동량,  

ΔLt = 온도변화에 의한 이동량,  

ΔLs =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한 이동량,  

ΔLc = 콘크리트의 Creep에 의한 이동량,  

ΔLr = 활하중에 의한 보의 처짐에 의한 이동량 [15] 

 

위와 같이 신축량의 계산을 위한 규격은 주로 온도 및 

교량재료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 교량의 현장 신축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교량은 외부의 다양한 환경에 

24시간 노출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태풍, 지진 등)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 값의 정확한 계산에 한계가 

존재한다. 

교량의 신축값 측정 및 분석을 위해 우선 신축변위를 측정하는 

센서를 신축부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값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교량관리에 필요한 교량 주변의 

확보 가능한 외부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들과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부 변수와 센서값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교량 관리측면에서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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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량 신축변위 및 외부 데이터 수집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량 중 규모나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수도 서울의 한강교량을 2곳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내 전체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교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량의 안전관리에 

어느 지자체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지자체 

자체적인 교량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본 교량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적용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연구의 확장에도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상 A교량과 B교량으로 칭하기로 하며, A교량은 Nielsen 

Arch(112m), Steel plate girder(941m) 공법으로 지어졌으며 

B교량은 Gerber truss(768m), Steel plate girder(392m) 공법으로 

지어졌다. 

2개의 한강교량 신축이음부에 신축변위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며, 데이터 측정 주기는 초당 

1회이다. 교량내부 센서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A교량 신축변위센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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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와 같이 A교량의 경우 거더교와 아치교가 

만나는 P12 교각 위 부분의 신축부에 총 4개의 센서를 설치하였다.  

 

[그림 12] B교량 신축변위센서 위치 

 

[그림 12]와 같이 B교량에는 P8교각과 P9교각 사이 지점에서 

총 8개의 센서를 설치하였다. [그림 13]은 실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림 13] 현장 신축변위센서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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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개 신축변위센서 중 센싱 과정에서 결측치 및 오류치 

발생 등 특이상황이 일부 발생하였다. B교량의 4번센서와 

7번센서는 19년 10월 31일 11시부터 값이 수집이 안 되거나 

이상값으로 튀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측정값이 초당 

1회로 많아 한 시간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표 9]는 1시간 평균 신축변위 데이터이다. 

[표 9] 교량의 신축 데이터(1시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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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A교량 1번 신축값의 그래프이다. 크게 

주기함수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작게도 주기적으로 파동이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물체의 팽창, 수축에 온도가 가장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하면 측정 시작시점이 6월 1일 초여름으로 측정값이 최저치가 

되는 곳은 한여름이고, 최고치가 되는 곳은 한겨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4] A교량 1번 신축변위센서 1년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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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는 FBG(Fiber Bragg Grating) 기반의 광센서를 

사용하였다. [표 10]은 센서의 스펙이다. 광센서는 기존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곳이면 별도의 네트워크 회선의 구축 및 연동, 전원 공급 

없이 센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강교량에는 

무선서비스용으로 이미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 네트워크 구성에 

무리가 없었다. 수집된 광신호는 인터로게이터 라는 광신호 

수집/변환장치를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였다. 

[표 10] 센서 성능 및 규격 

광섬유 신축변위 센서 

- Measurement range : ≤ 200mm 

- resolution: ≤ 0.1mm 

- Operating Temperature Range: -20 ~ 80℃ 

- 센서부 Dimension: 250mm x 100mm x 30mm, 센서 부착 지그 

길이 : ≥ 600mm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Cable Type: 3mm lead Cable 

- Fastening Type: anchor bolt or welding 

- Peak Reflectivity >70% 

- Center Wave Length Range: 1,511nm ~ 1,589nm 

 

센서 데이터 이외 외부 데이터 구성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고 교량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식1]에서와 같이 신축변위값의 핵심 변수는 온도로 

인한 수축/팽창이다. 이에 한강교량의 기온을 우선 외부 데이터로 

설정하였으며, 온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도와 

강수량도 포함시켰다. 과거 신축이음부의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비정상적인 신축부 팽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잦은데 그 

원인이 1차적으로 온도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미세먼지와 차량 

통행량은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차량 통행량은 교량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하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33 

결과적으로 온도에 의한 수축/팽창과 차량통행량에 의한 교량의 

하중이 신축부 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정의하였다. 기온, 

강수량, 습도는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서울 

기상관측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대기 데이터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교량에 근접한 외부 데이터는 확보가 불가능하여 서울시 대표 

측정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자료는 기상청, 

Air Korea, 서울시청에서 교량 데이터와 같은 기간 동안의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외부 데이터는 [표 11]과 같다. 

[표 11] 외부 데이터 종류 

구분 단위 주기 

평균 기온 섭씨 시간 

평균 강수량 mm 시간 

평균 습도 % 시간 

평균 PM10 ㎍/m³ 시간 

평균 PM2.5 ㎍/m³ 시간 

총 차량통행량 대 시간 

 

데이터별 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실제 측정된 외부 

데이터를 종합하면 [표 12]와 같으며, 신축변위에 영향력이 큰 

온도값은 [그림 15]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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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측정된 외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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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체 기간동안 온도 변화 

 

교량의 신축변위는 계절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관제 

측면에서 보면 최초 설정한 여유량 내에서 신축값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관제의 목적은 충족된다.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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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변위값의 변동 발생시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 실시간 관제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 교량의 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현재 

변화 트랜드로 미래에 어떤 형태로 값이 변화할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가치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예측값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 교량 관리체계 연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교량관리 측면에서 단순 관제를 

넘어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여 관리체계 

개선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37 

제 2 절 데이터 분석방법 검토 
 

데이터 분석 이론 중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이론들을 검토해 

보았다. 데이터는 크게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있다.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수집된 자료이고, 횡단면 자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 

회귀분석이 대표적이다. 회귀분석은 여러 자료들간의 관계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분석방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규명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회귀분석은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시계열 회귀분석과 횡단면회귀분석, 그리고 패널 회귀분석으로 

나눠진다. 패널분석은 시계열분석과 횡단면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석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IoT 센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교량 관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입장이라 단순 데이터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분석방법인 시계열 분석(예시 이동평균법, 

자기회귀법, ARIMA 등)은 검토에서 제외하고 다른 데이터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집중하였다. 

수집한 신축변위 데이터가 시계열 자료이고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 트랜드가 뚜렷하기에 시계열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패널분석을 적용하기엔 횡단면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데이터가 

한 사이클만 존재함)하여 향후 수년간의 데이터가 더 모이면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을 통해 교량 외부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교량 신축값 변화를 분석하여 상관관계 연구가 

가능하다. 신축변위값을 종속변수(Y)로 외부 변수들은 

독립변수(X)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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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 선형회귀분석 적용 
 

본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의 관측으로 종속변수의 현재값 및 

미래값 추정을 위한 모델이다. 다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일반적인 선형회귀식(다중회귀식)은 아래와 같다[16][17]. 

[수식 2] 다중 선형회귀모형 

 

이 모형은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그리고 오차항 ε로 

구성된다. 종속변수인 Y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회귀 

파라미터(coefficient) α, β1, β2,… 값을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이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Estimator)과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이며, 최소자승법은 측정값과 

모형에 의한 추정 값의 차이인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방법으로 회귀계수를 편미분하여 그 값이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서 값을 산정한다. 최우추정법은 확률변수에서 표집한 값들을 

기반으로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앞서 회귀모형에는 몇 가지 전제와 가정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선형관계를 이룬다. 

둘째, 종속변수, 독립변수,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다. 

셋째, 오차항 ε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넷째, 오차항 ε는 동일한 분산을 가진다.  

여기서 오차 ε는 관측값과 회귀모델값의 차이값이다. 회귀 

파라미터값의 추정값을 , 1, 등으로 표기하면, 𝑖 =  + 1 𝑥1𝑖 + 

…  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때 관측값 𝑌𝑖와 추정값 �𝑖의 차이를 

오차 또는 잔차(residual)라고 부르며 �𝑖 = Y𝑖 - �𝑖 로 표기한다. 

기하학적으로는 관측값과 추정회귀선 사이의 수직 거리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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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ε를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추정하기 위해 + 또는 -로 

존재하는 잔차를 제곱하여 최소화시킨 방법이 최소자승법이다.  

- 오차제곱합 최소화: min[  = 2]  

- 편미분 값을 0으로 함:  𝜕α = 0, 𝜕  = 0, 𝜕 = 0, …  

- 정규방정식을 설정 후 이를 토대로 α, , 를 산정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선형관계 강도를 상관계수 

(Correlation of Coefficient, r)라 하고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반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는 적합도 

평가나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으며 단순선형회귀일 경우 상관계수의 제곱으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선형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고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선형회귀모형의 적합성은 F statistic의 p-value 

값이 유의미한지 등을 적합성을 검정하여 최종 회귀모델을 

완성하게 된다. 

 

[그림 16] 회귀모델 이해를 위한 그래프 

 

총 제곱의 합 SST(Total sum of squares), SSE(Error sum of 

squares), SSR(Regression sum of squares)는 [그림 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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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로 다음과 같이 표기가 가능하다. 

[수식 3] 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한 변동값들 

 

회귀모델 검증을 위한 F-statistic값은 설명이 가능한 부분 

SSE를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 SSR로 나눈 값으로 나타난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크고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작을수록 값이 커지게 

된다. 설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측을 통해 확인된 값 Y가 있고 회귀식에서 나온 추정값 �̂�가 있다. 

Y값은 어떠한 근거로 그 값이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값, 설명이 어려운 값이 되며, �̂�값과 �̅�값은 각각 

회귀식으로 인한 계산값과 평균값이기에 설명이 가능한 값들이다. 

이 값들의 비율 등을 계산하여 통계 검정값과 설명력을 표현하는 

값 등으로 활용된다.  

앞서 설명력으로 소개한 R2을 위 값들로 표현하면 전체 변동분 

중에 설명 가능한 부분의 비율로 표현이 가능하다 

[수식 4] R2 설명력의 표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요일, 시간대까지 총 8개이기에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R 프로그램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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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데이터 분석 
 

 

제 1 절 신축변위와 외부 데이터 다중회귀분석 개요 
 

수집된 교량 신축값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와의 측정주기를 

맞추기 위해 1시간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0시의 값은 

0시부터 0시 59분 59초까지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총데이터는 

8544개 행으로 정리되었다. 

B교량의 4, 7번 센서는 특정일 이후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거나 

이상값이 측정되어 제외하였으며, A교량 1번 센서를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표 13]과 같이 이 값은 다른 센서값들과 상관관계가 

높아 다른 센서들의 변동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교량 내부 또는 타 교량의 신축값들이 

동일한 자연조건하에서 거의 유사하게 거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A교량 1번 센서와 타 센서들과의 상관관계 

구분 A2 A3 A4 B1 B2 B3 B5 B6 B8 

상관성 0.999 0.998 0.998 0.99 0.989 0.992 0.998 0.997 0.996 

 

회귀분석을 시작하면서 외부변수가 교량의 신축값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분석을 시작한다. 모형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귀무가설: 외부변수와 신축값은 상관관계가 없다 

- 대립가설: 외부변수와 신축값은 상관관계가 있다 

유의 수준은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시그마값 

기준으로 0.05로 선정하였다. 변수 중 요일과 시간은 범주형 

데이터이기에 factor함수를 사용하여 연속형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R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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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체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값 

 

[그림 17]에서와 같이 F-statistic은 1.807*104으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며, 유의확률 (p-value)이 거의 0으로 유의수준 0.05 

기준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델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된다. 변수 

자체의 p-value를 확인하였을 때, 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관관계의 유의확률이 타당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가 많을 

경우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squared 값도 0.987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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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종 모델에 들어갈 독립변수 선정을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step 함수를 

사용하여 변수 선정을 한 결과 day 변수만 삭제된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 졌다.  

다중회귀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해야 

하는데 범주형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GVIF(Generalized~)값을 

확인하고 GVIF^(1/(2*Df))값이 2이상인 변수를 제거해야 한다. 

이에 [그림 18]에서의 교통량 데이터(traf_yh)와 초미세먼지 

데이터(pm2.5)는 제거하였다. pm2.5 데이터는 2를 넘지 않았지만 

거의 2를 나타내었고 pm10과의 correlation이 높아 제거하였다. 

 

[그림 18]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한 변수별 GVIF 값 

 

최종 회귀모델의 분석 summary 값은 [그림 19]와 같다. 5개의 

회귀변수와 0.9868의 설명력을 가진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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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선택된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값 

 

완성된 모델로 미래의 값을 계산하여 계산값과 측정값의 

오차를 비교하였다. 오차 수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준을 정의하였다. [수식1]에서 신축값 산정 변수 중 당장 

확인이 가능한 온도값을 기준으로 선형회귀모델을 만들어 예측값을 

확인하고 온도를 포함한 다수 데이터로 회귀분석의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 예측값이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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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에 의미있는 수준인지,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풍부해지면 

그 만큼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는 A교량 1번 센서의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의 12개월치 데이터를 회귀분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년 6월 1달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값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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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잔차 기반 검정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만족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가정에 대한 

검정작업을 거쳐 본 통계적 추론 방법이 의미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R 프로그램의 plot 기능을 활용하여 검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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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잔차와 예측값과의 상관관계 그래프 

 

[그림 20]은 잔차와 회귀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두 값이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면 안된다. 두 값이 무작위 

형태로 존재하여 붉은색 선이 수평을 이루어야 선형성을 만족한다. 

데이터가 몇 개가 붉은 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한 패턴 없이 점들이 찍혀 선형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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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표준 오차와 이론적 변위값 비교 그래프 

 

[그림 21]은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는 그래프로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을 따라야 한다. 좌우측 가장자리에서 일부 점들이 

직선을 벗어나지만 전체적으로 일직선 형태를 유지하여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49 

 

[그림 22] 표준화 잔차와 예측값과의 상관관계 그래프 

 

[그림 22]는 잔차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로 붉은색 수평선 주위에 랜덤하게 점들이 찍히면 

분산이 일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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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표준화 잔차와 레버리지값과의 상관관계 그래프 

 

마지막으로 [그림 23]에서 잔차와 레버리지를 비교하여 cook’s 

distance가 1수준으로 큰 이상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프상에서 

확인되는 이상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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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축변위 다중회귀분석 결과 및 분석 
 

위 분석작업을 통해 회귀변수를 선정하고 회귀계수값을 

확인하여 회귀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변수들은 각각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값들이다. 이에 회귀계수는 독립변수들의 

단위에 따라 값이 변하여 해석이 어렵다. 그래서 회귀계수를 

표준화하여 독립변수 단위에 관계없이 상대적인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 표준화하며, R 프로그램의 

lm.beta 함수를 사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결과는 [표 14]와 

같으며 예상대로 온도값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회귀계수, 표준화 계수값 및 최종 회귀변수 

회귀 계수 표준화 계수 회귀 변수 

83.4713429 - 절편(intercept) 

-1.1928270 -1.001e+00 온도(temp) 

-0.0052953 -8.715e-03 습도(hum) 

-0.0770901 -5.290e-03 강수량(rain) 

0.0077712 1.300e-02 PM10(pm10) 

0.3983726 6.671e-03 시간(time), 7 시 

1.0251075 1.719e-02 시간(time), 8 시 

2.1025706 3.516e-02 시간(time), 9 시 

3.1246068 5.240e-02 시간(time), 10 시 

3.7226889 6.251e-02 시간(time), 11 시 

3.9118498 6.515e-02 시간(time), 12 시 

3.7382009 6.260e-02 시간(time), 13 시 

3.3717239 5.623e-02 시간(time), 14 시 

2.9143928 4.820e-02 시간(time), 15 시 

2.1674437 3.543e-02 시간(time), 16 시 

1.2978163 2.146e-02 시간(time), 17 시 

0.4866936 8.117e-03 시간(time), 18 시 

 

이 회귀모델의 성능을 RMSE(Root Mean Square Error)값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20년 6월 한 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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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며 예측성능평가를 위해 온도만으로 모델링한 회귀모델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온도회귀모델 예측치와 최종 회귀모델 예측치 비교 

 
 

온도 회귀모델 예측치(pre_t)와 최종 회귀모델(pre)의 

RMSE는 각각 1.78816, 1.552853으로 약 13.2% 정도 에러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축변위가 40cm대에서 

90cm대까지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1cm대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 교량의 신축변위 특성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온도가 교량 신축변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온도만의 회귀식에서도 높은 예측치가 나왔기에 

사실상 온도가 메인 요소이고 나머지는 작은 영향들을 끼치는 

마이너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온도와 함께 습도 및 강수량이 

신축값과 관련이 있으며, 세 데이터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으면 신축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대 별 신축량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사람들이 깨어나서 활동을 주로 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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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까지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그 외의 

시간대에서는 상관관계가 의미 없는 수준이다. 이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차량 하중이나 운동량 등의 원인으로 교량에 힘을 

가하게 되어 신축값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세먼지의 경우 수치가 높아질 수록 신축값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증가하는 수준이 매우 작은 수준이다. 이 

값만 가지고 명확한 해석이 힘들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외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지만 너무 

높아지면 비상저감조치 및 공공 교통수단 사용 권고로 오히려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미세먼지 자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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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성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IoT 기술에 

대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 

등을 확인하여 현재 시설물 특히 교량의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정기적인 교량 관리체계에서는 외관 검사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되어 담당자의 성향이나 당일의 기후, 컨디션 등 

정확하게 점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IoT 

기술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다. 부정확한 

외관 조사를 데이터 중심의 정량화된 관리체계로 고도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시설물 관리 최적화 

방안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축변위값이라는 교량 특성과 외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신축변위가 예측 가능한지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교량의 신축변위는 온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온도값만을 활용하여 신축값 추측이 가능하였다. 온도와 

습도, 강수량, 미세먼지, 측정시간 등을 함께 분석한 결과 예측값이 

더 정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개월간의 신축변위 

데이터와 온도, 습도, 강수량 등 데이터를 다중회귀로 분석하여 

이후 1개월치 데이터로 테스트시 RMSE가 온도 only일때 1.78816, 

온도 및 기타 데이터 포함일 때 1.552853으로 나타났다. 오차율로 

보면 전체 센서값 평균을 기준으로 약 3.2%, 2.7% 수준으로 매우 

양호하게 분석이 되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오차율로 신축값 예측이 되었다는 것과 외부 

데이터가 많아지면 오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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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 기준으로 약 13.2% 개선된 오차값이 관찰되었다. IoT 

기술로 센서 데이터 수집이 쉬워져 현재의 인력 기반의 외관위주 

점검을 실시간 센서를 통한 수치 기반의 점검 형태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센서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어 향후 

교량 관리 측면에 있어서 예측 분석 및 선제적 대응 등과 같은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측정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분석방법 

적용이 어려웠다. 그리고 교량 신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다른 데이터, 예를 들면 교량에서의 풍속, 10톤 이상 중(重)차량 

통행 정보 등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워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또한 신축부에 직접 접촉하여 신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축이음장치의 종류나 설치 년도 등의 정보도 분석에 의미가 

있을 수 있었겠으나 반영하지 못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된 온도, 습도, 강수량, 미세먼지 등의 정보는 

서울시 기상청 등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서울시 대표값으로 교량 

주변의 해당 데이터와는 일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교량은 물위에 

있는 구조물이라 지표면위 측정소에서 측정한 값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교량의 구조, 재료, 설치연도 등 교량의 자체 특성에 대한 영향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데이터의 수집이 중요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 또한 가치있는 일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IoT 센서를 통해 수집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체계에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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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 언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가 모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IoT 관련 

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데이터 및 센서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데이터 수집 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산업 

발전 및 시범사업 등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서 있으나 센서 설치 

자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없어 이에 대한 구체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시부터 어떻게 센서를 설치할 것인가 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조물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진동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센싱 방식은 전기저항식인지 

FBG 방식인지, 전원공급 방식은 일반 상전인지, 태양광인지, 

배터리인지, 어느 부분에 어떤 취약점을 감시하기 위해 몇 개의 

센서를 설치할 것인지, 표기는 몇 분 주기로 어떠한 통계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등)을 사용할지, 서버측과의 통신은 무선 IoT 

전용망인지, 로거를 통한 유선 방식인지, 광통신인지, 데이터 

저장소는 일반 스토리지인지 클라우드 인지, 백업체계는 어떠한지, 

raw data의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지침이 서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수행기관에서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사업 수행에는 이슈가 

없겠으나 향후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 표준화 및 

지능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미리 

필요하다. 이 부분은 IT분야 전문가 이외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집단과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과 함께 진행하여 구조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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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센서 Data 수집체계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두 번째, 향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미리 진행해야 한다. 구조물 데이터 이외의 

종류 및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공공정보라서 쉽게 확보 가능한지 아니면 

민간기관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후 건물에 안전을 위해 크랙과 기울기 등의 센서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 구조, 건물 신축년도와 같은 

건물 데이터와 온도, 습도, 지반 특성과 같은 환경 데이터, 지진, 

폭우, 주변 지하 공사장 공사 현황, 건물 이용자 현황 등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들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센서 

설치에 대한 검토 작업시에 분석을 위한 필수 데이터 정의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센서 

설치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병행해야 한다. 도식화하면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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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IoT 2단계를 위한 추가 데이터 확보 검토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신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센서 설치를 통해 직접 수집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 교량 신축부에 직접 온도, 습도, 강수량, 진동, 기울기 등 

측정기를 설치하고 교량 상단에 풍향풍속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설치하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oT 

발전을 위해 데이터 수집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그 데이터의 예측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미리 

파악하여 필요시 센서 설치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IoT 센서 설치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센서를 더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설치해야 다음단계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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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교량 케이스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의 예측 분석 

사례가 발굴되어 향후 지능형 시대로의 진입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센서를 통한 관제 체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체계로 넘어가는 제공 가치의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전기차 회사인 

Tesla가 미래 잠재가치를 인정받아 시가총액이 폭등하는 데에는 

단순 전기차 제조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만이 아니다. 주행영상 

분석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주자로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로 

오랜 기간 인공지능 분석을 진행해온 그 기술력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분야에서는 빨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다시 말해 선도 주자로 앞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과 같이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하는 분야에는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고 

센서의 구매, 설치 및 운영과 같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에 참여 및 지원하여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미래 가치를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연구 영역을 넓혀야 한다. 

구조물의 안전, 건물의 에너지 절감, 제조 공정에서의 최적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건강 및 질병 관리 등 데이터를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현상의 확인을 넘어 그 이상의 높은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의미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꽃필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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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Facility Management based 

on Internet of Things(IoT) 

Sensor Data 

Kim Sung Chan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Th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core technology that realiz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reating a new paradigm that 

connects objects (products, services, places) and humans based 

on interconnected technologies and various platforms. In addition, 

IoT is a very important technology in terms of directly collecting 

and connecting data that will be the key resources in the future. 

These IoT technologies are offering a new direction in terms of 

facility management. Through IoT sensor data, an attempt was 

made to understand the facility management system and consider 

the direction of its change.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was summarized by 

analyzing the Internet of Things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jects based on them. In addition, we 

studied what significance IoT sensor data could have in terms of 

facility management. At the time when the issue of facility aging 

emerged, a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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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external environmental data and facility data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aging, and its meaning was analyzed. To 

this end, an expansion displacement sensor was installed on the 

actual bridge to collect data and perfor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external environmental data.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an improved structure 

management system was confirmed through data monitoring and 

analysis through sensor installation. Creation of value through 

data analysis is a research field that should be actively attempted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era of big data.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applies IoT sensor data 

analysis to the facility management system to identif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at the moment to prepare for the future. 

 

Keywords: IoT, Data analysis, IoT sensor, bridge expansion 

displace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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