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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 연결부의 실시간 손상 검색을 통해 이상이 감지되었을 경우 자가치유까지 가능한 

지능형 볼트 합부 시스템에 한 실험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지능형 센서인 PZT센서의 기-역학  

커 링 특성을 이용한 기역학  임피던스 기반의 구조물 건 성 평가 방법이 사용되었다. 기역학  임

피던스의 측정을 통한 계측값을 베이스라인 값과 비교하는 손상 평가를 통해 구조물 볼트 합부의 볼트풀

림 손상을 진단하고, 손상은 손상지수 RMSD를 통하여 정량화되었다. 볼트 합부의 손상이 감지되었을 경

우 형상기억합 (SMA) 와셔에 부착되어있는 히  필름에 원을 가함으로써 형상기억합 에 열을 가하고, 

가열된 형상기억합  와셔는 축방향으로 팽창을 함으로써 잃었던 볼트의 토크력을 회복시켜주었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역학  임피던스 기반의 구조물 건 성 평가기법과 형상기억합  와셔 기반의 볼트 합

부 자가치유 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keywords : 볼트 합부, 기역학  임피던스, 지능형센서, 자가치유, 형상기억합

1. 서 론

철도, 교량 등의 사회 시설물은 상시 인 감시체계를 갖추고, 수명이 다하기 에 보수, 교체 등을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볼트 합부의 국부 인 볼트풀림 손상은 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서 볼트 합부 이완 손상에 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손상 발생 시 즉각

인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비 괴 검사기법은 고가의 장비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실제 구조

물 평가에 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역학  임피던스 기반의 구조물 건 성 평가기법은 특정주 수 

역의 진동 응답을 계측하여 다양한 구조물의 국부 인 손상을 검색하는 기술로 이용할 수 있어(Bhalla et 

al. 2003; Park, G. et al. 2003) 구조물 건 성 평가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  센서를 이용하여 볼트 합부의 볼트풀림 등의 손상을 자가진단하고 형상기억합

(Shape Memory Alloy, SMA)을 이용하여 볼트풀림으로 인해 잃어버린 토크력을 회복시키는 자가치유형 시

스템의 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강 의 볼트 합부에 압 센서를 부착하여 임피던스 기반의 손상 탐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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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 볼트풀림 손상의 탐색 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볼트의 토크력을 조 하여 볼트풀림 손상 이

스를 수집하 다. 한 손상지수 RMSD(Root Mean Square Deviation)를 구하여 볼트풀림 손상으로 인한 볼

트 토크력의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열을 가하면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진 형

상기억합 (SMA)와셔를 이용하여 볼트의 이완으로 인한 손상 발생시 볼트 합부가 잃었던 토크력을 회복하

여 자가치유가 가능한지 평가하 다. 본 논문은 본문인 2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임피던스 기법과 RMSD,  

3장에서는 형상기억합 을 이용한 볼트 합부 자가치유의 이론  배경에 해 정리하고, 4장에서는 실험 수

행  결과에 해 정리한 후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2. 기역학  임피던스 기반의 구조물 건 성 평가

기역학  임피던스 기반의 구조물 건 성 평가는 구조물에 부착된 PZT센서 등의 압  센서에서 얻어지

는 시간 역의 구조응답을 주 수 역에서 상시 으로 분석하여 기 신호로부터 갑작스런 특정변화가 나타

날 때, 이 변화를 이용하여, 역  는 국부 인 이상상태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커패시터를 이용한 비용 셀 센싱 기법을 이용하 다. 셀 센싱 기법에서는 하나

의 압  센서가 가진기와 센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하나의 간단한 커패시터 연결만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기존의 임피던스 계측 시스템에 비해 비용이다. 

구조물에 부착된 압 센서로부터 계측된 기역학  임피던스 신호의 변화를 통해 구조물의 건 성을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임피던스의 변화는 손상의 질  평가만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여 추출된 

손상 지수인 RMSD(Root Mean Square Deviation)를 이용하여 각 주 수별 임피던스의 차이를 구하며, 식(1)

같이 계산한다. 

RMSD= 
 



   



  



       


(1)

여기서  는 구조물이 정상 상태에 압 센서로부터 계측된 임피던스이고  은 구조물의 각 상태

에 계측된 임피던스, 그리고 n은 샘  포인트의 수이다. 이 게 구해진 RMSD의 더 큰 지수 값, 즉 기  임

피던스와 상 임피던스의 더 큰 차이는 구조물의 손상이 더 분명함을 의미한다.

3. 형상기억합 을 이용한 볼트 합부 자가치유

서론에서 언 했다시피 볼트 합부의 자가치유를 해서 형상기억합 (Shape Memory Alloy, SMA) 기술

을 이용한다. 형상기억합 은 이름 그 로 형상을 기억하는 합 이다. 일반 으로 속재료는 외력에 의해  

탄성변형이 유발되었을 경우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탄성 역을 지나면 소성변

형이 발생하고 이는 외력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 인 속 재료는 소성변

형에 의해 변형이 원히 잔류하게 된다. 하지만 형상기억합 은 탄성 역을 넘어서는 외력이 작용하여 소성

변형에 상당하는 변형이 남는데 이 변형은 열을 가함에 따라서 원상태로 돌아온다. 즉 이 합 은 일단 어떤 

형상을 기억하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형시켜도 당한 온도로 가열하면 변형 의 형상으로 되돌아오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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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형 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가지는 형상기억합 을 활용하여 볼트

합부의 자가치유가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평가하 다. 형상기억합 으로 만들어진 와셔를 가열하여 

축방향으로 팽창하고, 직경은 어드는 변형 의 형상으로 되돌아오면서 볼트풀림으로 인해 잃어버린 토크력

을 회복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4. 실험 연구  분석

4.1. 실험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실험용 강 의 총길이는 가로 80cm, 세로 20cm, 두께 

0.3cm이며, 2cm x 2cm의 PZT 센서가 정 앙에 부착된 볼트 합부는 가로 20cm, 세로 20cm이며 ,아래로 

덧  두 개의 철 까지 포함한 체 두께는 0.7cm 다. 데이터계측을 한 시스템은 그림2에 나타나 있다. 

내장형 컨트롤러, 임의 형 생성기(AWG), 고속 신호 디지타이 (DIG)  멀티 서(Multiplexer)로 구성

된다. 이들은 Lab-View 로그램을 통해 제어되고 작동되었다. 추가 으로 셀 센싱 기법의 임피던스 계측 

회로 구성을 해 압 센서의 커패시턴스 값과 응하는 용량의 커패시터가 디지타이 와 병렬로 연결되어 

출력 압을 분배해 다.  

그림 1 실험용 시편의 구성 그림 2 NI DAQ 시스템

임피던스 계측을 통해 손상을 진단한 후에는 볼트 합부에 결속되어 있는 SMA와셔에 열을 가함으로써 

볼트풀림으로 인한 손상을 자가치유할 수 있음을 검증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Heating Film이 부착된 

SMA가 비되었다. 

그림 3 지능형 자가치유 볼트 합부 

4.2. 실험 결과

본 실험은 볼트풀림의 손상 탐색과 손상 정량화를 해 토크 치를 이용하여 40Nm에서 15Nm로 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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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0∼5kHz구간의 임피던스 신호와 RMSD

토크력을 여서 임피던스 신호를 계측하 고, SMA와셔에 감겨 있는 Heating Film에 원을 공 함으로써 

가열된 SMA와셔가 축방향으로 늘어나게 되어 볼트는 잃었던 토크력을 회복하게 됨을 보 다. 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왼쪽 그래 에 나타나듯이 볼트의 토크력이 40Nm인 무손상(Intact)상태에서 손상상태인 15Nm로 

변화함에 따라 임피던스 신호의 Peak이 좌측, 하향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었고, 히  필름에 원을 공 함

으로 SMA와셔가 가열됨에 따라 Peak이 처음과 동일한 치는 아니지만 다시 우측, 상향으로 이동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손상지수인 RMSD 값의 Intact 상태와의 차이가 손상상태인 토크력 15Nm때보다 SMA와

셔 가열 후에 어듦을 통해서 볼트가 잃었던 토크력을 일정부분 회복함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구조물의 볼트 합부의 볼트풀림 손상에 한 진단과 볼트 토크력의 회복을 통한 자가치유 

시스템에 한 검증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압 센서를 이용한 손상진단이 가능하며 SMA와셔에 히

 필름을 부착하여 열을 가함으로써 볼트의 잃어버린 토크력을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추

후에는 토크 치를 이용한 손상, 히  필름에의 원공  등의 인  개입 없이 손상 진단시 컨트롤러가 스

스로 단하고 명령을 내려 자가치유할 수 있는 알고리즘 등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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