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단, 선임연구원, E-mail : jrshin@krri.re.kr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단, 책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조교수, E-mail : shparkpc@skku.edu

패턴인식 기반 역사 구조건전성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수치해석 연구

Numerical Studies on the Structural-health Evaluation of Subway Stations 
based on Statistical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s

                      신정열*          안태기**     이창길***        박승희†

Jeong-Ryol Shin     Tae-Ki An   Changgil Lee     Seunghee Park

ABSTRACT

The safety of station structures among railway infrastructures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because 
hundreds of thousands passengers a day take a subway. The station structures, which have been being operated 
since the 1970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earthquake and long-term vibrations such as ambient train 
vibrations as well. This is why the structural-health monitoring system of station structures should be required. For 
these reason,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develop the structural health-monitoring system of them, 
which can evaluate the health-state of station structures as well as can monitor the vulnerable structural members 
in real-time. Then, through the monitoring system, the vulnerable structural members could be retrofitted.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state evaluation method for station structures with the real-time sensing data measured in 
the fields, authors carried out the numerical simulations to develop evaluation algorithms based on statistical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s. In this study, the dynamic behavior of Chungmuro station in Seoul was numerically 
analyzed and then critical members were chosen. Damages were artificially simulated at the selected critical 
members of the numerical model. And, the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based pattern recognition 
algorithms were applied to quantify and localize the structural defects.

국문요약

1. 서 론

최근 교량 및 터널, 발전소 구조물, 고층빌딩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문제가 이슈로 대두되

면서, 이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술 및 감시시스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는 대표적인 도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하루 수십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데다가 대

부분의 시설물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만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지하철 역사구조물은 지진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반복적인 열차 진동과 역사 인접공사 등에 의한 내외

부에서의 여러 진동 등으로 구조물이 손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향후 이러한 위험상태의 조기 감지

를 통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상시 건전성 감시․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목구조물에 대한 센서기반 

건전성감시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집된 계측센서 정보로부터 구조물 특히, 역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센서기술 및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역사구조물의 실시간 구조 건전

성 상태의 평가 및 재난 발생 전후의 역사 구조물의 건전성 상태를 평가하고자 패턴인식 기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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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건전성 평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 단계의 연구에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기술 등을 통하여 획

득한 도시철도 역사구조물의 실시간 감시정보를 모사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모델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확률론적 패턴인식 기법에 적용함으로써 역사구조물의 건전성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패턴인식 기법은 크게 자가학습 기반 기법과 지도학습 기반 기법으로 나뉘는데, 자가학습 기반 패

턴인식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간 손상 유무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며, 지도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

을 이용하여 구조계 손상 유형 분석 및 정량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패턴인식 기법의 입력데이터로 사용

되는 값은 자가학습 기반 기법의 경우는 계측 위치에서 획득한 가속도 데이터를, 지도 학습 기반 기법

의 경우는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모드 형상 및 공진 주파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역사 구조물의 취약 구조계 및 취약 부재 검토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 뒤, 상기한 두 가지 패턴

인식기반 평가기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2. 충무로 역사 동적거동 수치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 패턴인식 기법을 적용하여 역사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용 해석 프로그램

인 Abaqu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모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 역사는 충무로 역사로서 지하 

1, 2층은 대합실이며, 지하 3층은 4호선 승강장, 지하 4층은 3호선 승강장으로 이루어진 지하 4층 구조

물이다. 먼저 역사 전체 모델 해석을 수행하였으나 해석 시간이 길어 구조계를 단순화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3호선 및 4호선 교차 구조계의 국부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모델은 그림 1

과 같다. 교차 구조계 모델의 모델링은 8절점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터널 방향 (교축 방향)은 무

한 강성 요소를 이용하여 구조계 변형 확장방향을 고정하였으며, 터널 벽체의 경계 조건은 주변 지반을 

고려하였다. 지하 3층 (4호선 승강장) 중앙 기둥 부재 및 동일한 위치의 지하 2층 대합실의 기둥에 강

성을 저하시켜 손상을 모델링하였다. 손상 모델 및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의 응답 변화량은 구조 해석 

결과에서 나타내었다.

3. 역사구조물 건전성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및 수치해석

3.1 역사구조물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 제시

역사 구조물 건전성 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및 수치해석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구조계 모델을 구성한 뒤 지진 하중, 열차 하중과 같은 입력 하중을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정상 

상태의 시간이력 해석 및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결과를 DB에 구축하며, 상대적으로 응답이 큰 

단면을 위험 단면으로 선정한다. 구조 응답이 큰 부재 중 임의의 손상 단면을 선정하고 손상을 모사하

기 위해 손상 단면의 강성을 정상 상태의 단면에 비해 단계별로 저하시킨다. 손상 모델이 구성되면 시

간 이력 해석 및 고유치 해석을 재수행하여 해석 결과를 DB에 구축한다. 구축된 시간 이력 해석 결과를  

출력 기반 구조 거동 분석 기법인 추계론적 부공간 규명법 (Stochastic Subspace Identification), 주파

수 영역 분해법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등의 기법에 적용하여 역사 구조계의 거동을 분석

한다. 이 분석 결과를 Outlier Analysis 기법과 같은 자가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에 적용하면 단순한 

손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Support Vector Machine (SVM)기법과 같은 지도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에 적용하면 손상의 유형별 분류 및 정량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2 확률론적 패턴인식 기법

확률론적 패턴인식 기법은 의사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기반 기법과 자가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기반 기법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도 학습 기반 기법에서는 정상 상태 및 예측 가능한 손상 상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을 학습 (Training) 과정이라 하는데 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 경계를 설정한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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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구조계 (b) 3, 4호선 교차 구조계

그림 1. 충무로 역사 유한요소 모델링

그림 2. 역사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및 알고리즘 개요

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은 미지의 입력 값에 대해 출력 값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나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따라 그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자가 학습 기반 패턴

인식 기법을 살펴보면, 손상 유무에 상관없이 현재 계측된 데이터만의 분포 특성 등을 이용하여 의사 

결정 경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기법은 학습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적용성이 높은 장점을 자기고 있

으나, 의사 결정 경계가 단순화되므로 출력 값의 정량화 등에 사용되기 어려운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패턴인식기반 역사구조물 건전성평가기법 개발에의 적용을 위하여, 지도 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으로

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 기법을, 자가 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으로는 이상치 해석 (Out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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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기법에 대해 다룬다.

3.3 충무로 역사구조물 수치해석 결과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차 구조계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패턴인식 기반 건전성 평가 기법

의 적용성 및 역사 구조계의 국부 손상에 의한 전체 구조계의 동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 해석 과

정으로서, 교차 구조계의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다. 먼저, 그림 3

은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의 1차 모드의 모드형상으로써 손상 유무에 상관없이 모드 형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드 해석을 통해 도출된 1차 모드의 공진 주파수는 정상 상태에서는 1.4927 Hz, 손

상 상태에서는 1.4926 Hz로써 손상이 모드 해석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1차 모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조 건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5차 모드 이상의 모드에서도 

관찰된다. 손상에 의한 모드 형상의 변화는 그림 4와 같이 25차 모드 이상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이때의 공진 주파수는 정상 상태에서는 3.8255 Hz, 손상 상태에서는 3.6655 Hz이다. 또한 모드 형상의 

변화를 유발하는 부재는 손상을 임의로 생성한 부재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부 부재의 손상은 전

체 구조계의 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초 계획한 구조계 거동 분석으

로부터 도출된 모달 파라미터를 패턴인식 기법에 적용하는 방법의 적용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계측한 신호를 이용하여 모달 파라미터를 구하지 않고, 계측 신호 자체를 이용하여 자가 학습  

기반 패턴인식 및 지도 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의 가속도 신호를 비교함으로써 제안하는 패턴인식 기법의 적용 가능성만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와 같이 4호선 열차가 운행되는 지하 3층의 중앙 기둥 부재에 강성을 50% 저하시킨 경우, 손상 부재

에서 획득한 가속도 데이터는 그림 6과 같다. 즉, 이 경우는 손상 부재에서 가속도 응답을 직접 계측할 

(a) 정상 상태 (b) 손상 상태

그림 3. 모드 해석을 통한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 1차 모드 비교

(a) 정상 상태 (b) 손상 상태

그림 4. 모드 해석을 통한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 25차 모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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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손상 단면 선정 - 지하 3층 중앙 기둥 부재 

(a) 지진 하중에 의한 가속도 응답 비교 (b) 열차 하중에 의한 가속도 응답 비교

그림 6. 시간 영역 가속도 응답의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의 비교

그림 7. 손상 단면 선정 - 지하 2층 중앙 기둥 부재 

(a) 지진 하중에 의한 가속도 응답 비교 (b) 열차 하중에 의한 가속도 응답 비교

그림 8. 시간 영역 가속도 응답의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의 비교

경우 손상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가속도 응답을 획득하기 위한 입력하중

은 Hachinohe 지진 하중과 열차 운행 하중을 사용하였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손상에 의해 시간 

영역의 지진 가속도 응답의 진폭 변화는 명확하나, 열차 하중에 의한 응답의 진폭 변화는 미미하다. 이

에 대해서는 주파수 영역의 해석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응답을 획득한 위치는 고정하고, 그림 7과 같이 손상 부재를 지하 3층 중앙 기둥 부재에서 

지하 2층 중앙 기둥 부재로 바꾸었을 때의 응답을 살펴보았다. 즉, 앞선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손상 부

재가 인접 부재의 가속도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이 경우

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상  유무에 따라 지진 하중에 의한 가속도 응답의 진폭이 변화하지만 열

차 하중에 대해서는 진폭의 변화가 미미하다. 따라서 손상 부재에서 직접 가속도를 계측하는 경우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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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부재에서 가속도를 계측하는 경우의 구조 응답 변화 패턴은 유사하며, 이를 토대로 패턴인식을 이

용한 구조 건전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확률론적 패턴인식 기법에 접목하여 역사 구조 건전

성 평가 기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패턴인식 기법은 자가 학습 

기반 기법으로는 이상치 해석 기법, 지도 학습 기반 기법으로는 Support Vector Machine 기법이다. 패

턴인식 기법의 적용에 앞서 본 논문의 단계에서는 패턴인식의 입력 값으로 적절한 변수를 선정하기 위

해 수치해석을 통하여 역사 구조계의 모드 해석 결과 및 지진 하중과 상시 열차 하중에 의한 가속도 응

답을 얻었다. 모드 해석 결과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차 모드에서는 손상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

여 모드 형상, 공진 주파수 등의 모달 파라미터를 패턴인식 기법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으며, 따라서 가속도 응답을 직접 적용할 경우, 지진에 의한 응답은 손상의 유무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

지만 상시 열차 하중에 의한 응답의 변화 폭은 미미함을 보였다. 따라서 가속도 응답의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손상에 따른 응답 변화 패턴을 이용하여 역사 구조 건정성 평가 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가속도 응답을 직접 패턴인식 기법에 적용시켜 

그 적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역사 구조물에서 계측되는 가속도 응답을 이용하여 역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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