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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한요소모델개선기법은 계측된 동특성을 모사하는 구조해석모델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손상탐지  구

조건 도감시를 해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유한요소모델개선기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특성데이터

가 사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사용한 경우와 고유진동수와 주 수응답함

수를 사용한 경우를 각각 사용해 실험실 규모의 구조물의 손상 치  손상정도를 추정하 다. 4층 철골

조의 골조구조물로서 진동 를 이용하여 원구조물에 백색잡음 가진실험을 실시한 후 손상의 모사를 해 

1층 부분의 보 부재를 작은 단면의 부재로 교체하고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 다. 보 부재 교체 ·후에 계

측된 데이터와 두 종류의 모델개선기법을 각각 용하여 손상탐지를 실시한 후 그 정확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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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한요소모델개선기법은 계측된 동특성을 모사하는 구조해석모델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손상탐지  구조

건 도감시를 해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유한요소모델개선기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특성데이터가 사

용될 수 있는데 구조물식별등을 통해 얻은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등의 모드정보 혹은 구조물에 가해지는 입

력과 출력의 주 수 역에서의 비율로 정의되는 주 수응답함수 등이 그 이다. 하지만 사용되는 입력의 종

류  입력에 포함되어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모델개선 결과의 정확도에 큰 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사용한 경우와 고유진동수와 주 수응답함수를 사용한 경우를 각각 사용하여 

실험실 규모의 구조물의 손상 치  손상정도를 추정하 다.

2. 가진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체는 가력방향으로 2경간을 가지는 4층 규모의 철골조 골조구조물로 체높이는  

160cm (4@40cm), 경간은 40cm이다. 모든 층의 부재는 표 1과 같으며 각 층의 바닥에는 1.5kg의 철 을 깐 

후 그 에 7.8kg의 질량블록을 4개씩 설치하 다. 그림 1은 진동 에 설치된 실험체의 형상을 나타낸다. 

진동 는 AC서보모터로 구동되며, 모터의 컨트롤  데이터계측을 해 Labview를 사용하 다.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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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의 각 층별 가속도를 측정하기 해 총 5개의 압 형 가속도계가 사용되었다. 진동  시스템  실험

체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이와 같은 실험체를 백색잡음으로 가진하여 각 층의 가속도데이터를 얻은 후 손상

모사를 해 그림 3과 같이 보 부재를 작은 단면(G2)으로 교체하고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 다.

그림 1 실험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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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동  시스템  실험체 구성

       

그림 3 실험체 손상 모사 치

부 재 기 둥 손상  보 (G1) 손상 후 보 (G2)

단면 치수 30 × 20 15 × 20 15 × 5

표 1 부재 단면치수(mm)

3. 모델 개선

유한요소모델수정기법은 BVLSrc(Bounded Variable Least-Squares relative constraints) 기법((Yu et al., 

2006)을 사용하 다. 이는 실험치와 유한요소모델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개선변수를 반복계산을 통해 

구하는 BVLS 기법(Stark et al., 1995)에 개선변수가 비 실 인 값이 되는 것을 막는 변수들의 상한치와 하

한치에 한 구속조건과 구조물의 반응에 비슷한 향을 주는 개선변수들  일부 값이 격히 변화하는 것

을 막기 해 각 개선변수의 상 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를 조사해 비슷한 향을 가지는 두 변수의 

차이를 이는 구속조건을 더한 것이다.

고유진동수+주 수응답함수을 사용한 경우, 고유진동수+모드형상을 사용한 경우의 두 종류의 모델개선기

법을 사용하여 실험체의 손상 치  손상정도를 추정하 다. 각 경우, 손상  구조물의 이론 인 추정치를 

구한 후 이 기모델로부터 손상  실험체의 계측치를 사용해 모델개선을 수행하여 손상  실험체의 해석

모델을 구하 다. 한 이 게 구해진 해석모델을 손상  모델로 하여 손상 후 실험체에서 얻은 계측치를 

사용하여 모델개선을 수행하여 손상 후 실험체의 해석모델을 구하 다. 

각 경우 기둥과 보 부재를 층별로 총 8개의 그룹으로 나 고 각 부재그룹의 휨 강성비를 개선변수로 선택

하 다. 반복계산 시 개선 변수의 변화량이 허용치보다 작아지면 종료하도록 로그램을 구성하 다.

먼  실험체와 이론  측치의 오차를 보정하여 이후 손상 후 해석모델과 비교를 통해 손상을 추정하기 

한 비교모델(reference model)을 구축하는 모델개선을 실시했다. 이 단계의 모델개선에서 모든 변수의 기

치는 1.0으로, 상한치는 2.0, 하한치는 0.01로 가정하 다. 그림 3은 모델개선 시 각 반복단계에서 잔차벡터의 

노옴과 라메터 변화량의 노옴, 그리고 각 변수의 값을 나타낸 그래 의 로 두 경우 모두 수렴하 다. 그

림 4는 기 이론 모델과 손상  실험체의 달함수를 나타낸 것으로 고차 모드 역과 Anti-resonance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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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비교  큰 오차를 확인할 수 있으나 모델개선 후, 그림 5와 같이 두 방법에 의해 수정된 모델 모두 

실험을 통해 얻은 달함수와 거의 유사한 달함수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고유진동수는 

두 경우 모두 4%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나 고유진동수+모드형상을 사용한 경우의 고유진동수 오차가 거

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수렴 그래 (Freq+Mode) 그림 4 손상  실험체와 수정  

모델 달함수 비교

그림 5 1차 수정 후 각 경우에 

한 달함수 비교

구
분

기모델
손상
실험체

1차 수정 손상후
실험체

2차 수정

FRF 오차 Mode 오차 FRF 오차 Mode 오차

1차 9.16 91.19 9.35 -1.74 9.19 0 7.35 7.32 -0.41 7.32 0

2차 29.72 32.34 31.18 3.59 32.34 0 30.10 30.11 0.03 30.11 0

3차 54.93 59.62 59.35 0.45 59.62 0 60.16 60.31 0.25 60.27 0.06

4차 79.67 91.62 92.79 -1.27 91.62 0 93.54 94.04 0.53 94.10 -0.06

표 2 고유진동수 비교(Hz)

다음으로 손상  해석모델로부터 손상 후 실험체에서 얻은 계측치를 사용하여 모델개선을 수행하 다. 

이때 해석모델의 기치는 손상  모델개선을 통해 얻은 값을 직 사용하지 않고 이때의 반응이 1.0이 되도

록 정규화한 후 모델개선에 사용하 다. 

의 표 2에서 보듯이 두 경우 모두 1% 미만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2차 수정 후 모델들과 손

상 후 실험체의 달함수를 비교한 것이다. 부분의 구간에서 잘 맞는 것처럼 보이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

상을 사용해 모델 수정을 한 경우 Anti-resonance 부분이나 상각 그래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달함수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드 형상의 경우도 그림 7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고

유진동수+ 달함수를 사용 한 경우 해석모델이 계측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정확도가 비교  고르

게 나타나는 것에 반해 고유진동수+모드형상을 사용한 경우 고차모드에서는 비교  잘 맞으나 1차 모드에서 

계측치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9와 그림 13은 모델개선을 통해 구한 각 부재그룹의 손상정도 즉 휨강성비의 하율을 나타내고 있다. 

손상 모사를 해 단면을 교체한 2층 보부분의 이론 인 휨강성비는 0.0156이나 고유진동수+ 달함수의 경우 

모델개선 시 사용한 하한치인 0.01에 근 하게 나타나며, 고유진동수+모드형상의 경우는 이보다 휠씬 큰 값

인 0.356을 나타내고 있으며 3층보  4층의 보에서도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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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차 수정 후 각 경우에 

한 달함수 비교

그림 7 모드 형상 비교 그림 8 2차 수정 후 각 경우에 

한 휨 강성비 비교

 치 실 구조물 Freq +FRF Freq +Mode  치 실 구조물 Freq +FRF Freq +Mode

1층 기둥 100 77.41 114.87 2층 보 1.56 1.00 35.60

2층 기둥 100 101.02 114.71 3층 보 100 103.43 41.47

3층 기둥 100 128.11 92.93 4층 보 100 79.81 52.66

4층 기둥 100 114.22 114.11 지붕 보 100 132.23 116.51

표 6 휨 강성비 비교(%)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각각 고유진동수와 주 수응답함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개선을 

통한 손상탐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두 경우 모두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고 있고, 손상  해석 모델을 얻기 한 1차 모델 수정에서는 두 경

우 모두 손상  실험체의 특성치(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달함수)와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손상 탐지를 한 2차 모델 수정의 결과를 보면 실험체의 특성치에서는 두 경우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나 개선 변수로 선택했던 휨 강성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고유진동수와 주 수응답함수를 사용했을 경우 실제 손상모사의 치와 손

상 정도에 해 더욱 정확한 값을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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