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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경간 현수교형식의
울산대교 유지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BMS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for the Ulsan Grand Bridge
Bridges reflect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structures developed o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safety facilities for decades. However, despite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it did not prevent unfortunate accident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special law on safety management to conduct regular checks to verify the status
of the bridge repair and maintenance and safety of facilities.
After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BMS, several bridges are built based on this
system. The Bridge Management System is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manage
bridges safely and effectively by storing basic data, predicting bridge status and determining
the reinforcement methods.
Initially, a number of issues on its effectiveness were raised in consideration of a relatively
huge investment value due to the lack of established concepts and experienc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lo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idge maintenance system,
the project is organized for the BMS of the Ulsan Grand Bridge to enable cost-effective
maintenance, keep the bridge in a healthy stat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key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users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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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67년 12월 오하이오 강을 건너는 실버교의

1. 서론

붕괴 이후 미국 내에서 국가교량 기준법을 제정하여
장대 케이블교량은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온 설계,

매 2년마다 정기적인 교량점검을 시행토록 했음에

시공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는

도 불구하고 1983년 6월 코넥티컷주에 마이너스교

대표적 구조물이다. 국내 주경간 1545m의 이순신

가 붕괴됨으로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의

대교가 준공되어 공용 중에 있는 등 시공 중이거나

필요성이 대두된 데 이어 1987년 4월 뉴욕 트루웨

준공된 장대 현수교 및 사장교가 국내 100여 개에

이의 스카하리교가 홍수로 인해 유실되어 세굴 위험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장대 교량은 육지와 섬, 섬과

교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1989년 10월

섬 등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기능을 넘어 관광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2층 사이프러스교의 붕괴로

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지진방지책에 대한 설계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의 붕괴로 많은 인명 손상이 있은 후 점검과 관리소

국내 최장 단경간 현수교인 울산대교의 전용 유지

홀 및 부실시공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고, 이를 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기로 국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5.

과학화하며, 효율화를 증대시켜 각종 사고를 미연에

1. 5 법률 제4922호)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의 시

방지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가능케 하며, 교량

행령을 공포함으로써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교

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의

량의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문제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제공키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구축한 울산

보수토록 하였다. 교량의 붕괴는 우리만의 문제가

대교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을 개발하였다.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그림 1] 울산대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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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대교 교량유지관리시스템 개요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교량으로 교량 공용
중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특화된 방법이 필요하다.

울산대교 교량유지관리시스템은 현수교를 포함한

이에 울산대교 현수교의 안전성의 확보와 공용수명

교량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유지관리 체계를

의 연장을 위해 특화된 전산화관리시스템과 유지관

구축하는 것으로 교량의 공용 중 유지관리 계획에

리지침서를 구축하여 교량의 상태 및 건전성을 체계

따른 교량의 점검체계 및 점검방법, 보수·보강 업

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성과 내구성 및 사

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용성을 확보,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의 목적

2.2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의 구축대상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중

교량유지관리시스템 구축대상 시설물은 울산광역

울산시 남구와 동구의 경계인 태화강을 횡단하는 울

시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까지“울산대교 및

산대교 중 주요 교량인 현수교는 주경간장 1,150m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의 교량구조물로

의 국내 최장 단경간 현수교로 주경간과 측경간의

울산대교 현수교, 시종점 접속교, 예전IC Ramp

장력차를 감안한 Extra스트랜드 적용, 세계 최초

A, B, 성내고가교, 성내고가교 제2교, 염포교, 염포

초고강도(1960Mpa) 케이블 적용, 콘크리트 고주탑

육교이다.

형식 적용, 국내 최초 터널식 앵커리지 형식 적용 등

[그림 2] 구축대상 시설물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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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 전산화

였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해 우선 적용
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은 울산대교 현수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점검 및 진단

일반 업무 기준 포함하였고, 또한 특별법 제 13조와

방법, 유지관리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

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구체

고시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적인 사항을 교량체계에 맞추어 개발하였다. 또한

을 기준으로 울산대교 교량구조물의 안전 및 유지관

모든 공정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대교

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산화된

교량 구조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류를 하

교량유지관리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교량유지관리시스템 운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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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조사하였으며, 당사에서 BMS를 개발 또는

3. 기존 교량유지관리시스템 분석

사용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비교분
울산대교 유지관리시스템(BMS)은 실용성을 높이

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벤토리 구조의 문제로 외

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사례 및 최근 외국 BMS 시

관조사망도가 수천 장 이상 생성되어 점검 및 수량

스템을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으로 추가적인 요

정리에 불편함이 있어, 울산대교 교량유지관리시스

구사항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템에서는 하나의 외관조사망도에 해당되는 모든 구
조물 인벤토리 DB를 연계하여, 외관조사망도 수량

3.1 기존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 현황

을 줄이고, 손상물량과 보수보강물량 산출을 가능하
게 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성 모두 고려하여

기존 구축된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의 기능에

개발하였다.

[표 1] BMS 구축현황 비교분석

구분

이순신대교

인천대교

영흥대교

을숙도대교

운영현황

•CS기반의 점검관리,
Web기반의 조회방
식 적용

•CS기반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방식 운영

•Web기반의 일정관
리 및 상태평가 방식
적용

•Web기반의 일정관
리 및 상태평가 방식
적용

구조물
인벤토리

•위치 및 부재단위 분류
•외관조사망도 2000
장

•부재단위 분류
•외관조사망도
11000장

•위치 및 부재단위 분류
•외관조사망도 800장

•위치 및 부재단위 분류
•외관조사망도 3000
장

외관조사

•출력된 야장에 필기구
이용 조사한 후 점검
용 프로그램에 입력
•점검용 태블릿PC
이용 조사 가능

•출력된 야장에 필기
구 이용 조사한 후
점검용 프로그램에
입력

•출력된 야장에 필기구
이용 조사한 후 점검
용 프로그램에 입력
•점 검 용 태 블 릿 PC
이용 조사 최초 도입

•출력된 야장에 필기구
이용 조사한 후 점검
용 프로그램에 입력
•점검용 태블릿PC
이용 조사 가능

손상
물량집계
및
상태평가

보수업무

•점검용 프로그램에
있는 손상물량 DB
에서 BMS 운영서버
로 DB 업로드 후 손
상물량 집계
•세부지침에 따른 상
태평가 구현

•점검용 프로그램에
있는 손상물량 DB에
서 BMS 운영서버로
DB 업로드 후 손상
물량 집계

•관리자용 프로그램
에서 손상물량 엑셀
로 정리 후 보수 및
하자처리

•관리자용 프로그램
에서 손상물량 엑셀
로 정리 후 보수 및
하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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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장에 기록된 내용
을 별도로 손상물량
집계

•야장에 기록된 내용
을 별도로 손상물량
집계

•특수교량 관련 세부
지침 고시 이전 개발
되어 자체 상태평가
구현

•세부지침에 따른 상
태평가 구현

•위탁관리업체에서 손
상물량 엑셀로 정리
후 보수 및 하자처리

•점검 외주업체에서 손
상물량 엑셀로 정리
후 보수 및 하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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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 개발 방향

하고 정확하게 유지관리업무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유지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점

울산대교 유지관리시스템(BMS)의 개발 방향은

검 및 보수 보강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과업구간 내에 위치한 모든 관리대상 구조물을 가장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그 주요 특징은 점검체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계의 단순화, 보수보강물량 관리 기능 강화, 유지관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손상을

리 SW의 성능 향상, 온라인 접근(Web appli-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용

cation)강화, iOS기반 태블릿PC를 이용한 점검기

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용수명을 연장하여, 신속

능 강화, 교량 상태평가의 개선이다.

[표 2] BMS 개발방향 및 주요기능

개발방향
•교량유지관리업무 특성에 최적화한 프로그램 개발
•점검에 필요한 모든 정보/점검결과를 자동으로 처리
•현장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 설정
•현장 특성에 맞는 DB 작성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한 점검자료 배포 및 점검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검결과 취합
•외관조사망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특법 및 지침에 부합하는 상태평가 수행
•점검보고서 작성 지원 위한 손상물량표 생성
•하자 및 보수 시행을 위한 보수물량표 생성

4. 교량유지관리시스템 개발

주요기능
•각종 DB 및 SW 연동가능
•점검지침서와 외관조사망도의 전산화
•점검일정 전산화
•교량부재의 상태평가방안 수립
•시공자료/설계보고서 보관
•손상 이력자료 DB 구축
•보수 이력자료 DB 구축
•점검자료 DB 구축
•시특법에 따른 필수 보고서 저장
•손상유형, 부재, 위치별 손상물량 정리
•실무자 위주의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스템의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부재유형, 부재속
성, 점검그룹, 점검코스, 도면 및 사진DB 등 유지관

울산대교 유지관리시스템에서는 교량 유지관리에

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아이템이 서로 연결되는

필요한 제반 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 향상뿐

시스템의 핵심이다. 구조물 인벤토리는 전체 시스템

만 아니라, 기존시스템에서 개략적으로 다루었던 교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으로 어떠한 분류체

량의 상태평가 체계를 단경간 현수교에 적합한 체계

계를 적용하는 것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로 구축하였다.

사용성이 좌우된다. 또한 구조물 인벤토리의 전산처
리를 위해 구조물 부재인 벤토리의 부재ID화가 필

4.1 교량 부재의 분류 및 시각화

수적이다. 유지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
스 관리와 점검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

교량 부재의 분류(구조물 인벤토리)는 유지관리시

물 인벤토리를 [표 3]과 같이 5단계 계층구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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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울산대교 유지관리시스템(BMS) 메인화면

[표 3] 구조물의 부재별 분류

내

구분

용

적용 예

1단계
교량 분류

교량 구조물별로 구분

현수교

2단계
위치 분류

점검 및 상태평가 시 구분되는 경간
및 교각 단위 분류

PY1~PY2, PY1, AN1

3단계
구조 분류

구조물 점검단위 분류
외관조사망도 단위

섹션단위(S101,S102...)

구조물 상태평가 부재단위 분류

교면포장(PA1,PA2..)
세로보(LG1,LG2..)
케이블(CA001,CA002...)
신축이음(EX01,EX02)

점검단위별 결함도 평가항목, 상태
평가 단위별 구분 후 평가 대상으로
되는 부재에 대한 상세분류

강바닥판(종리브/횡리브)
가로보(수직/수평보강재)
다이아프램(보강재)
주케이블
케이블 정착부/ 케이블 밴드/새들
거더(내부, 외부, 수직/수평보강재)
연결부(볼트/연결판)
신축이음(후타재)
강재/탄성받침
기초

4단계
부재 분류

5단계
상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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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량의 유지관리업무는 방대한 교량 정보를

로 운영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현수교구간에 대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정

한 3D모델을 작성하여 울산대교 현수교에 대한 형

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동화된 도구의 도움이

상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편리하고

필수적이다. 현재의 BMS 시스템의 구축도 그러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면DB, 사진 DB를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며, 각종 교량 정보를 데이터

연계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며 그 주요 DB(데이터베

베이스(DB)화 하고, 운영자나 사용자에게 효율적으

이스)는 [그림 6]과 같이 크게 15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5] 현수교 3D모델

[그림 6] DB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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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기준을 선정하고 부재의 중요도, 접근 가능

4.2 교량 점검체계

성, 점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점검단위별 또는
울산대교의 점검체계는 특별법과 교량유지관리

부재별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교량의 특성에

지침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외국의 장대 특수교

맞는 점검을 위한 순로를 개발하고, 점검 효율성을

량의 사례와 울산대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 4]

고려한 점검일정을 계획하였다.

[표 4] 울산대교의 점검체계

점검종류

점검주기

점검 대상

실시방법

1.일상점검

•1회/주

•포장, 난간, 방호벽
•노상 시설물

•차량 또는 도보에 의한
육안관찰

2.정기점검

•1회/6개월

•교량의 상부구조
•교량의 하부구조

•도보 및 점검차를 이용한
육안 검사

•1회 / 1년~3년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부위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
조

•세심한 육안검사
•간단한 측정기구로 측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필요시
안전성 평가 포함
•측정장비에 의한 측정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 시
행 중 결함 발견시

•정기점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추
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부분

•결함부위에 대한 정밀점검
수준의 상세조사
•필요시 측정기구 및 장비에
의한 조사

•도로로서의 기능이나 항행
선박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육안점검

•부재의 이상여부 확인

•필요한 장비나 기계, 기구이용

•정밀점검 대상부위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
조

•차량, 도보, 점검차

3.정밀점검

4.긴급점검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시
•사고 발생시
•긴급한 손상 발견시
5.정밀 안전
진단

•준공 10년 후 시설물 등급
에 따라 1회/4년~1회/6년
•안전점검실시 결과 필요시

4.3 점검 프로그램

관리시스템에서는 여러 외관조사망도 작성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였다.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현장에

외관조사망도는 구조물의 상태평가를 위한 주요

서 외관조사망도를 화면으로 보고 직접 입력이 가능

자료이며 점검자가 구조물의 외관조사시 작성하는

하도록 하였으며, 점검자 위주의 외관조사망도 작성

것으로 점검자의 편의성, 구조물 손상에 대한 기입

을 실시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기존 점검

용의성, 식별성 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앞선 2절

프로그램과 다르게 웹기반과 모바일기반 모두 가능

의 기존시스템 검토결과에 따라, 울산대교 교량유지

하도록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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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 점검용 프로
그램의 운영의 경우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손상물량
입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프로그
램을 개발 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검점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준용
•점검자가 위치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구
역 표현
•외관조사망도 내에서 손상내용, 손상종류 및 손

•점검자의 점검동선에 따른 외관조사망도 작성
•구조물의 인벤토리 분류(3단계 점검단위 분류)
기준으로 외관조사망도 작성

상집계를확인가능하도록외관조사망도에표현
•손상내용, 손상종류 및 손상집계는 프로그램에
서 확인이 가능하고, 파일로 저장, 출력이 가능

[그림 7] 점검자용 APP 실행 및 손상 등록 화면

하고 육안검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

4.4 상태 평가

하는 행위로서 상태평가기준 및 절차는 한국시설안
상태평가는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

전공단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세부지침」

[표 5] 부재별 상태평가 적용범위

부재의 분류

차등 적용범위

강거더, PSC거더

a, b, c, d, e

케이블

a, b, c, d, e

기초, 주탑, 앵커블럭

a, b, c, d, e

교량받침

a, b, c, d, e

신축이음, 난간 및 연석, 배수시설, 교면포장

a, b, c, d

탄산화

하부

a, b, c, d

염화물

하부

a, b, c, d

상부구조
하부구조
받침
기타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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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평가 기법 및 절차를 따랐으며, 미비한 점은

하고 이를 기초로 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

그 외 사장교와 현수교의 케이블 및 보강형, 주탑에

급을 부여한다.

대해서는 영종대교 및 서해대교, 인천대교, 국외의

4.5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정기점
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부재별, 시설물별
로 상태를 개략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태
평가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한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붕괴유발부재 및 주요부재의 외관상태평가 결과 안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결함이 신규로

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D, E급인

발생 또는 진전된 주요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

를 작성하여 결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상

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더불어 안전성 평

태평가기준에 의해 주요 부재별로 상태평가를 실시

가등급을 부여한다.

[표 6]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기준

기

준

안전성 평가 기준

비

A

SF › 1.0

B

0.9 ≤ SF ‹ 1 이나, 공용내하력이
설계하중 보다 크게 평가된 경우

C

0.9 ≤ SF ‹ 1

D

0.75 ≤ SF ‹ 0.9

E

SF ‹ 0.75

4.6 종합 평가

고

•허용응력설계법
SF(안전율) =

fa
허용응력
= f
d=l
발생응력

•강도설계법
SF(안전율) =

설계강도
øMn
= M
u
소요강도

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
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
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
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
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되
는 경우에 대하여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교량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기준에

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통일성 있는 종합평가가

따라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종합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

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

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8]은 BMS 내부에서

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

운영되는 종합평가에 대한 흐름도이다.

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하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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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종합평가 결과산정 흐름도

4.7 보수·보강 방안
정기점검, 정밀점검에서 확인된 손상물량에 대해
교량관리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하자기간에
따른 부재별 손상물량을 집계하고, 하자처리 및 보
수 업무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절차는 다음 [표 7]과 같다.
[그림 9] 보수보강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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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수·보강 절차

구분

반영내용

비고

STEP1

보수·보강
부재선정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특법 시행 지침 및 각종 기준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
•B등급 이하는 보수·보강 대상으로 선정하여 리스트에 추가

STEP2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우선순위 결정은 부재가 갖는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 손상등급과 손상물량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프로
그램

STEP3

보수·보강
물량 산정

•각 손상유형별 보수 및 보강 물량 산정
- 외관조사망도와 손상집계표 적용

프로
그램

STEP4

보수·보강
시행

•손상유형별 보수 및 보강 물량산정 집계 후 발주처 보고
- 하자보수 기간내 : 시공사 일괄처리
- 하자보수 기간이후 : 보수 및 보강에 대한 공법과 물량에 대한 공사비
견적을 받아 발주처에서 처리

인력

STEP5

보수·보강
결과등록

•보수 및 보강이 끝난 후 보고서 및 보강도면을 전산화하여 DB에 저장
(보고서 PDF형식, 보강도면은 캐드 및 PDF형식)

프로
그램

STEP6

점검자 확인

•보수 및 보강 이후 첫 점검 시, 점검자가 보수 및 보강여부를 확인하여
외관조사망도에 기록하여 손상을 삭제함으로서 교량전체 및 부재의
상태평가 등급 수정

프로
그램

5. 결론

프로
그램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용자에게는 현장 점검이
편리한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점검 및 보수관리가

국내 최장경간 단경간 현수교인 울산대교 유지관

편리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울산대교 교량유지

리에 적합한 교량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

관리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장대교량 유지관리시스

하였다.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고찰을 통하여 개선

템에서 선도적 기술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점을 도출하여 울산대교 교량유지관리시스템 개발
시 적용하였다. 점검부터 보수시행, 보수내용 확인
까지 교량 구조물 유지관리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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