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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일샌드 플랜트 및 모듈의 부분적인 변형 또는 플랜트 전체의 변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구로써 GPS 및 IMU를 이용하여 변형감

지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오일샌드 플랜트 및 모듈에 부착된 센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구로써 동작감지기를 이용하여 상태감지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오일샌드 플랜트의 모듈은 지반의 장·단기 침하 및 이동 등으로 인하여 모듈 및 플랜트 전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모듈 접합부의 결합, 손상 및 외력에 의하여 오일샌드 플랜트 전체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

일샌드 플랜트와 기능모듈의 국소적 변형 또는 전체적인 변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변형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변형 및 상태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의사결정지원 및 알람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자체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상태 이상을 오류 없이 감지하였으며, 상태 이상 발생시 알람

화면을 출력하는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monitor partial deformation of the oil sand plant and module or deformation of the entire plant. GPS and IMU 
are used to implement a deformation detection system and develop a system that can monitor in real time. In additio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monitor partial deformation of the oil sand plant and module or deformation of the entire plant. GPS and IMU are used to 
implement a deformation detection system and develop a system that can monitor in real time. The module of the oil sand plant may cause 
structural stability change of the entire module and the plant due to long and short settlement and movement of the ground. Also, the 
stability of the entire oil sand plant may be seriously affected by the joining, damage, and external force of the module joi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in real time the local deformation or the overall deformation of the oil sand plant and the functional module. 
Implemented the deformation and state detection system, developed the decision support and alarm module. The deformation detection 
system was implemented, monitoring software was developed, and performance was verified by performing self test.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test, it was able to check the status without error and output the alarm screen when the status error occurred.

Keywords: Deformation and state detection system, Oil sand plant, Monitoring System

Ⓒ 2019 b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6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2, 2019

1.�서��론

세계 오일샌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오일샌드 프로젝트는 동토 등 극한지에 

산재며 높은 현장인건비와 엔지니어링 및 일부 기자재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을 국내

에 제작하고 육상운송이 가능하도록 기술화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하지만 오일샌드 플랜트는 오일샌드 채취공법의 특

성상 장·단기 침하 또는 이동으로 구조적인 안정성과 부재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모듈화 플랜트의 경우 모듈 접합부

의 결함, 손상 등에 의해 플랜트 전체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일샌드 플랜트의 모듈 및 전체의 변형 및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육상운송 시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의 변형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오일샌드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단계부터 공사비 절감 및 기간단축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 3장

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센서 및 기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서 자체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간략히 기술한다.

오일샌드 플랜트는 극한지의 낮은 기온지역에 위치하므로 사용되는 강재는 저온인성 확보가 가능한 고인성강이 요구되며 각 

공정별로 요구되는 소재의 성능이 상이하다. 기존 플랜트의 모듈러 공사는 해상/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육상이동 거리가 짧아 대

형 모듈의 시공이 가능하였으나 오일샌드 플랜트는 육지의 외지에 위치함으로써 운반거리도 길고(Kearl 프로젝트 육상 운반거

리 1,715km) 기존 도로망을 이용함으로써 운반할 수 있는 모듈 크기에 제약을 받는다. 국내 플랜트 설계·제작·시공 기업들은 플

랜트 모듈화 기술을 기반으로 3차원 가상제작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의 제작

성을 평가한 바 있으나 오일샌드플랜트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듈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플랜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 현재는 비파괴검사(X-레이/초음파) 및 육안검사를 통한 구조물 손상탐색 및 안전진단,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손상탐색 기법 활용한다. 하지만 검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외관상 변화가 거의 없는 구조물의 

경우 손상탐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인 구조물의 안전성 진단기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영국의 ROWAN Technologies 및 

미국의 하니웰에서는 선형/비선형 진동측정에 의한 기계구조물의 손상탐색(damage detection), 및 건전성 모니터링(health 

monitoring), 실시간 부식/침식/크랙/파울링/열분포 모니터링 기술시스템, 손상탐지/손상위치파악/국부손상 및 심각도 분석/잔

여수명예측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GPS, 자이로센서, 동작감지기, 온도계, 변위계, 지중변위계, 균열계 등의 센서가 획득한 오일샌드 플랜트 및 

주변 지형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다. 또한 

획득한 정보를 DB화 하고 시계열 분석등을 통해 오일샌드 플랜트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대형 

플랜트의 변형 및 동적이미지 계측을 통한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플랜트 유지관리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대형 플랜트의 모듈별 변형, 진동 및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기존 연구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 구조물 및 

플랜트의 유지관리기술은 계측 및 관측,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의 첨단장비 도입과 함께 특수구조물 

등에 적용성을 연구하여 이를 독자적인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만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기술도입 수준이다.

해외시장 진입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일샌드플랜트 모듈화 독자기술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통해 시장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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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스템구성

2.1�GPS(Global�Positioning�System)

GPS는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범지구위성결정시스템을 말하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GPS를 이용한 구조

물의 정밀 변위 계측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Celebi 등, 2002; Koo 등, 2017; Yi 등, 2010). 

영국의 Nottingham 대학에서는 GPS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교량의 거동을 모니터링 하였으며(Kersey 등, 1997; Roberts 등, 

2004) 일본 Tokyo Polytechnic대학에서는 GPS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지진과 풍하중에 대한 108m 철탑구조물의 모니터링 및 분

석을 수행한 바 있다(Xiaojing Li 등, 2004). 또한, 홍콩의 Polytechnic대학에서는 GPS와 가속도계의 통합테이터를 EMD(Empirical 

Model Decomposition)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계측을 통한 구조물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구조물 거동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RTK-GPS (Real Time Kinematic-GPS), 가속도계,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등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각 센서별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RTK-GPS 변위데이터와 가속도계 

변위데이터를 통합하여 기준변위로 사용한 LVDT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통합변위의 정확도와 타당성을 확인한다. 그 결과 

RTK-GPS와 가속도계로 측정한 각각의 변위 측정 데이터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TK-GPS로 측

정한 자료는 높은 절대정확도를 나타내는 반면 관측 빈도가 1Hz로 낮은수준이다. 가속도계로 측정한 자료는 높은 관측빈도를 나

타내는 반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위 부분이 누적오차를 소거하기 위한 필터링 과정에서 함께 소거되는 단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의 위치측정자료를 적절하게 결합함으로써 측정빈도와 정확도 측면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

2.2�IMU(Inertial�Measurement�Unit)

IMU는 가속도센서, 자이로 센서, 자기센서 구성되는데 움직이는 물체의 관성량을 측정하여 물체의 이동방향, 현재 자세 및 위

치등을 파악하는 관성측정장치이다(Ahmad 등, 2013; Kain, 1999). 

2.2.1 가속도센서

가속도센서는 압전소자 위에 일정한 크기를 갑는 질량을 부착, 외부진동이 발생할 경우 안전 소자에 가해지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변화가 발생한다. 압력변화에 의해 전류의 크기가 변하는 특성을 이용한 센서이며, 압전소자 위의 질량크기

를 달리하거나 압전소자의 크기에 따라 응답특성이 변한다. 압전소자 하부, 절연물질의 강성을 변화함으로써 측정 주파수 범위

를 조절한다. 측정 주파수 범위가 넓어 사용되는 범위가 넓고 특히 베어링, 기어의 진동에 사용한다.

2.2.2 자이로센서

초기의 자이로스코프(Gyroscope)는 위아래가 완전히 대칭인 팽이를 고리를 이용하여 팽이 측에 직각인 방향으로 만들고 다시 

그것을 제2의 고리를 써서 앞의 것과 직각 방향으로 받든 후에 다시 제3의 고리에 의하여 앞의 둘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지탱하여 

줌으로써 팽이의 회전이 어떠한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서 방향의 측정 또는 유지에 사용되는 장치이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자이로센서는 코리올리의 힘을 이용한 튜닝포크(Tuning Fork)방식의 MEMS센서이다. MEMS 자이로센서는 코

리올리 힘을 측정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힘에 대한 각속도를 계산한다. 여기서 튜닝포크 방식이란 무한 진동하는 추 2개를 이

용하여 모든 방향에서 작용되는 회전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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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기센서

자기센서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전압이 변하는 홀센서를 이용한 센서이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과 

수직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때 전류가 흐르는 도체 내에서는 전류와 수직방향으로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2.3�동작감지센서

동작감지센서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감지했을 때, 즉 적외선을 감지했을 때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진 센

서이다. 인간이나 동물에서 나오는 적외선은 약 10㎛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Cohn 등, 2012; Lydon 등, 2014). 이 파장을 감지

하였을 때 센서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있는 소자이다. 다시 말해서 동작감지센서는 적외선을 전압의 형태로 변환시켜서 전압이 

출력되는 것이다.

Fig. 1. Principle of motion detection sensor

열 에너지인 적외선을 집광시켜주고 필터를 통해서 적외선 영역만 통과시키면 이 적외선을 센서가 받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

준다. 5V 정도 인가를 했을 때 센서의 출력은 430mV ± 200mV 정도 출력한다. 이 미미한 변화를 증폭시켜 0와 1의 신호로 바꿔

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state detection system using motion detection sensor 

2.4�변형감지�및�상태감지시스템�구성

변형감지시스템은 GPS, IMU 및 데이터 처리 모듈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처리 모듈에 GPS와 IMU를 각각 연결하고 작동시키

면 데이터 처리 모듈에서 GPS의 시각을 이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시각 동기화 하여 실내로 전송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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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deformation detection system

상태감지시스템은 동작감지기 및 데이터 처리 모듈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처리 모듈에 동작감지기를 연결하고 작동시

키면 변형 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 센서의 거리가 변할 때, 즉 누군가 변형 감지 센서를 만지거나 근처에 왔을 때 이상 감지 신호를 

출력해서 GPS의 시각과 함께 실내로 전송하게 된다.

Fig. 4. Diagram of state detection system

2.5�모니터링�소프트웨어�개발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주요기능을 총 9개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주요기능은 감시계획, 감시측정, 감시 결과처리, 비

정상 상태 처리, 기준 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예측모델링, 센서정보관리, 공통관리의 9개이다. 

Fig. 5. Main screen of monitoring system

①메뉴바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열된 부분이다. 파일, 설정, 플랜트관리, 데이터분석, 

도움말로 구성되었다. ②플랜트 이미지정보에서는 플랜트의 전체 사진 및 설계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플랜트의 전체

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플랜트의 설계가 완료되면 교체가 가능하다. 데이터분석 메뉴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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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생성을 선택하면 레포트 화면이 생성되고 기간을 선택하면 해강기간에 각 센서들이 측정한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

값이 출력된다. 현재는 설계 및 제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유효범위를 설정하기가 불가능하여 범위초과 유

무를 나타내는 값이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 실제 플랜트 설계 및 제작 완료 후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6. Report creation screen of monitoring system

③플랜트 주요부위 이미지 정보는 플랜트 설계의 구조해석을 통해 취약한 부위 즉,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위에 대한 상세

이미지를 나타낸다. ④취약부위 기본 정보는 센서가 부착된 부위에 대한 기본정보를 나타낸다. 관리번호, 제원, 제조일자, 제조

사 등을 나타내며 부착된 센서가 측정하는 변위 및 가속도 정보를 숫자로 나타낸다. 장치번호를 선책하여 다수 부위에 부착된 센

서를 선택하여 획득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⑤알람기능은 센서가 측정한 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센서

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센서가 부착된 부재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센서가 측정하는 값이 허용범위 내

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센서가 측정하는 값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설정 메뉴의 알람 레벨을 선택하면 모듈 및 

모듈에 설치된 센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센서의 허용 범위를 입력할 수 있다.

Fig. 7. Report of measurement error

수신되는 계측데이터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알람 화면을 출력하게 된다. 화면 출력 외에 다른 표현은 향후 연구단과 협의하여 

소리, 경광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알람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내용보기 버튼을 누르면 허용범위를 벗어난 

센서가 어떤 모듈의 어떤 센서인지 나타내는 보고서 화면이 출력된다. 임의로 센서에 외력을 가하여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했을 때 출력되는 보고서 화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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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체테스트

변형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구조물의 변형을 계측하기 위한 자체테스트를 수행하였다. 1) 인천광역시 송도미래로에 위

치한 송도스마트밸리 옥상에 변형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약 4시간 동안 데이터를 획득, 모니터링 하였다. 2)한국케이지티콘설

턴트 연구실내에 상태감지시스템을 설치하였다.

Fig. 8. DB and Test of detection system

변형 감지 시스템은 GPS 데이터와 IMU 데이터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모듈 개발하였으며 GPS 및 IMU를 데이터 

처리 모듈에 연결하여 감지시스템 DB 구현을 수행한다. 또한 파일 저장 기능 및 로거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4

0℃ 저온에서 사용가능하고 저전력으로 작동되는 변형감지 WSN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및 동결 챔버에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

다.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도 및 PCB를 구성하여 3.6V, 19A 배터리를 동작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극한 환경에서 장시간 운영 될 수 

있도록 -45 ~ 85 °C 범위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른 자체 테스트 결과 약 4시간 동안 1초에 5회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획득한 데이터 세트는 총 72,844개로 각 데이터 

세트는 X좌표, Y좌표, Z좌표, X축 방향 변위, Y축 방향 변위, Z축 방향 변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위측정 오차는 0.763mm로 목표로 하는 1mm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테스트 적용 대상이 일반구조물이기 때문에 발

생한 결과로도 판단된다. 하지만 파일럿 모듈의 장거리 육상이송 테스트에 적용하더라도 사전에 구조적인 해석을 수행하고 저상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운송하므로 일반 구조물 테스트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Spatial position for deformation detection self-test

 

또한 상태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형 감지 센서의 상태를 감지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센서를 만질 때 200회, 변형 감지 

센서와 상태 감지 센서 사이에 침입했을 때 200회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획득, 모니터링 하였다. 총 400회 데이터를 획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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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변형 감지 센서 접촉 및 센서 사이의 침입 모두 완벽하게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파일럿 플랜트 또는 실제 플

랜트에 적용할 때 부착위치, 운영주체의 요구도 등에 따른 적합한 센서의 선택을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상태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Spatial position for state detection self-test

 

최종적으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변형 및 상태감지 데이터를 모니터링한 결과 데이터 전송의 지연없이 실

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다.

4�.�결��론

본 연구의 특성상 극한지에서의 플랜트 구조물의 변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극지연구소에서 개발된 통신장비가 –

40°C의 내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형감지시스템이 획득하는 데이터를 극지연구소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전송한다면 극

한지에서도 전송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결정지원 모듈을 개발하고 변형 및 상

태 감지 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상태 이상 상황을 100% 감지할 수 있었으며, 임의로 센서에 외력

을 가하여 허용범위를 초과하도록 했을 때 알람 화면을 출력하고 상태 이상값을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스

트 대상이 오일샌드 플랜트가 아닌 일반 구조물이기 때문에 오일샌드 플랜트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려우며 파일럿 플랜트에 적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장기간 테스트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형 및 상태감지시스템을 통해 극한지역의 파일럿 모듈의 장기운송 시 지속적으로 변형 및 상태를 감지할 수 있

다. 또한 모듈 플랜트의 위험 및 취약부위를 파악하여 그 수명을 연장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

술을 국내에서 개발함으로써 극한지역의 해외 사업진출 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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