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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characteristics such as resonant frequencies and dampings have been utilized as important 
parameters in dynamic behavior and inverse analyses. In general, the dynamic parameters have been 
determined based on design and experimental data, but experimental studies on the time-dependent changes 
of the dynamic parameters during service have rarely been conducted. Especially, unlike highway bridges, it 
is much easier for railroad bridges to estimate accumulated amount of fatigue because of the controlled train 
operation, and the study of dynamic characteristic change due to fatigue is useful, since it can enhance the 
accuracy of dynamic analysis.
  In this paper, the dynamic characteristic change due to fatigue is measured via the modal test on the PSC 
girder during a fatigue test. The test specimen utilized in the test is the IT girder which enhances the 
sectional capacity of the conventional PSC girders. The test specimen is designed 10m long and the modal 
tests are conducted during the application of fatigue load two million times. The test result shows that 
considerable changes in the measured dynamic parameters are observed as the fatigue accumulates, and these 
changes during the service life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railroad bridges.

------------------------------------------------------------------------------------

1.  서  론

 고유진동수 및 감쇠와 같은 동적특성은 구조물의 동적거동 해석이나 강성 등의 파라메터를 구하기 위

한 역해석 등에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적특성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거나 실구조물의 경우 측정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환경 하에서 하중의 반복재하에 따른 손상 및 사용 재료의 시간의존적 물성치 변화에 따라 부재의 동

적특성도 변화할 수 있다. 일례로 교량 등의 주부재로 흔히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피로실험 결과 

반복 하중 백만 번 재하 후 압축, 인장, 휨 피로강도가 초기 정적강도에서 대략 55%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도로공사, 1997). 이러한 강도 변화는 강성의 변화로 이어져 결국 동적특성치의 변화

로 귀결되며, 특히 철도교는 활하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궤도라는 고정된 경로를 통하여 주기성

이 강한 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므로 동적특성의 변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적하중 대한 거동 해석 시 감쇠구조시스템의 동적응답은 비감쇠시스템의 동적응답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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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으며 하중이 재하되는 초기시간에만 나타나므로 감쇠는 흔히 생략되기도 한다(오경윤 등, 

2007). 그러나, 동적거동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고속철도용 교량에서 열차하중의 통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충격 효과는 감쇠비 2%일 때가 감쇠비 5%일 때의 2배로 증가하는 등 감쇠비 변화가 응

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Sogabe et al., 2005), 교량의 건전성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과도 응답이 

발생하는 공진 현상이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고려할 때 사용 환경에서 동적특성

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설계 및 해석에 중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반복하중을 받는 PSC거더에 대한 모달실험을 통하여 피로누적에 따른 동적특성 변화

를 측정하였다(최상현 등, 2011). 피로실험에 사용된 시험체는 기존 PSC거더의 단면성능을 향상시킨 

IT거더(김성배 등, 2010)로 길이 10m로 설계된 시험체에 200만회 반복하중 재하 중 1회, 10회, 100

회, 1,000회, 10,000회, 100,000회, 1,000,000회 및 2,000,000회에 각각 모달실험 수행을 통하여 동

적특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비록 신형식 부재에 적용되었다고는 하나 IT거더의 형식이나 

원리가 기존의 PSC거더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일반적인 PSC거더나 유사한 부재의 

설계나 해석 시 또는 추가적인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하중 반복에 의한 동적특성 변화

 피로에 따른 재료적 특성 변화 및 감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Lazan(1959)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일반적인 공학재료의 경우 피로강도 

50%이하의 낮은 응력수준에서 감쇠는 응력 또는 변형률 이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피로강도 50% 

이상의 응력수준에서는 응력 이력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재료의 탄성한계나 피

로강도 이하의 응력수준에서도 발견되며, 결국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감쇠는 응력 크기 뿐 

아니라 응력 이력에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감쇠에 대한 응력이력의 영향은 반복하중에 의한 피

로 시 피로강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응력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은 구조용 

강재로 흔히 사용되는 연강의 감쇠에너지에 대한 응력수준과 반복횟수의 영향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에서 피로강도의 80%에 해당하는 응력크기 28,000psi까지는 반복횟수의 증가에 따른 감쇠의 변화가 

없으나, 29,000psi 이후부터는 감쇠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29,000psi는 반복응력민감도

한계(cyclic stress sensitivity limit)가 되며, 많은 재료에서 피로강도의 약 80% 정도이다(Person 

and Lazan, 1956). 반복응력민감도한계는 응력이력의 영향이 시작되는 응력의 크기이며 대부분의 금

속재료에 존재한다(Piersol and Paez, 2009).

 콘크리트 구조물의 피로와 동특성 변화에 대하여 문헌 상 제시된 것은 거의 없으나, 강재에 대하여는 

Salane and Baldwin(1990)이 피로균열이 발견된 공용중인 판형교에서 제거된 강재거더에 대한 피로

실험을 통하여 반복하중에 의한 동특성 변화를 관찰한 바 있다. 피로 실험 결과 1.39×106회 반복 후 

고유진동수가 4.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진동의 크기가 낮을수록 감쇠비도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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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강에 대한 응력크기-반복횟수-감쇠 관계도 (Lazan, 1959)

3.  동적실험

 피로실험은 최상현 등(2011)의 연구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동적실험은 반복하중 재하 중 1회, 10

회, 100회, 1,000회, 10,000회, 100,000회, 1,000,000회 및 2,000,000회에 하중 재하를 중지하고 가

진망치를 이용한 강제진동방식(Ewins, 1986)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Tokyo Sokki사

의 일축 스트레인게이지형 가속도계 5개, Kyowa사의 데이터로거 및 컴퓨터이며, 가진을 위하여 

Kistler사의 충격해머를 이용하였다. 참고로 가속도계의 민감도는 0.00974 m/s2/1 strain, 측정 가속

도범위는 ±1.02 g, 측정 주파수범위는 0 ~ 50Hz이며, 충격해머의 민감도는 0.23 mV/N, 측정 주파수

범위는 0 ~ 250Hz, 해머 무게는 5.5 kg이다. 그림 2는 동적실험에 사용된 가속도계, 기타 장비 및 실

험 장면이다. 가속도계는 시험체의 지간 중앙, 1/4지점 및 지점부에 등간격으로 설치하였다.

4.  모달해석 및 동적특성 변화 분석

 모달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ME Scope를 이용하여 Peak Picking기법(Ewins, 1986)으로 수행하였으

며, 감쇠비는 half power bandwidth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3은 반복하중 백만회 재하 후 

지간 중앙에 설치한 센서에서 측정된 가속도를 이용하여 구한 auto power spectrum과 주파수응답함

수이다. 모달해석을 통하여 추출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일반적인 콘크

리트구조의 감쇠비가 2% 정도임을 감안할 때 초기 감쇠비는 일반적인 값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4번째 열은 정적처짐량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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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속도계 (b) 가진망치

(c) 데이터로거 (d) 실험 장면

반복횟수 고유진동수 (Hz) 감쇠비 (%) 처짐량(mm)

× 15.72 2.64 4.547

× 15.72 2.51 4.593

× 15.72 2.64 4.662

× 15.63 2.71 4.711

× 15.63 2.66 4.829

× 15.63 3.07 4.953

× 15.43 3.87 4.98

× 15.04 4.11 5.05

표 1. 하중 반복에 따른 동적특성의 변화

 하중 반복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는 그림 4(a)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시험체의 고유진동수는 하중 

반복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만회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백만회 반복하중 재하 후 고유진동수는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진동수

와 강성의 관계에서 피로 누적에 따른 강성이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최상현 등, 2011) 고유진동

수의 감소추세는 적절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복 횟수 증가에 따른 감쇠비의 변화는 그림 4(b)에 나타

내었으며, 2백만회 반복하중 재하 후 초기 감쇠비에 비해 56%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서 감

쇠비는 피로누적에 따라서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0,000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동적실험 장비 및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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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topower Spectrum (b) 주파수응답함수

(a) 고유진동수 변화 (b) 감쇠비 변화

그림 3. 지간 중앙에서 측정된 autopower spectrum 및 주파수응답함수 (백만회)

그림 4. 하중반복에 따른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 변화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반복하중을 받는 PSC거더에 대한 모달실험을 통하여 피로누적에 따른 동적특성 변화

를 측정하고 검토 결과를 수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반복하중 재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유진동수는 감소하였으며, 감쇠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2백만회 재하 후 고유진동수는 비교적 작은 5% 이내의 변화를 보였으나, 감쇠비는 약 56%의 변화

를 보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는 하나의 시험체에 대하여 수행된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며, 추후 보다 많은 실험을 통하여 사용하중 누적에 따른 동적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보완

된다면 철도교량에 대한 설계 및 해석 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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