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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T센서를 이용한 철골보 손상계측
 

A Damage Measurement of Steel Beam using PZ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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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다양한 모니터링 센서는 구조물의 손상측정과 측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섬유센서, 압 소자(PZT) 센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센서 등의 스마트 센서는 기존 센서를 체하여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ZT센서를 실험체에 부착한 후 

충격하 을 가하여 PZT센서의 출력 압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험체의 손상을 측하고자 하 다. PZT센서를 이용한 보 이음부의 손상실험에서는 

H-400×200×8×13 철골을 이용하여 단순보를 제작하고 앙에 볼트 이음을 하 으며, PZT센서의 민감도 측정을 해 기존 가속도계의 가속도값과 

PZT센서의 압값의 FFT 결과를 비교하 다. 한 이음부의 볼트풀림을 이용하여 단순보의 손상을 가정하고 손상계측실험도 병행하 다. 철골 

이트 보의 손상계측 실험에서는 PL600×65×5.8로 단순보 실험체를 제작하여 세 곳에 손상을 주어 충격하  실험을 하 다. 손상의 정도는 쇠톱

을 이용하여 보 단면의 양쪽에 6∼42mm로 단하 다. FFT를 사용하여 손상의 유무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비()를 구하여 손상을 악하

고 모드에 따른 손상의 치와 정도를 악하 다. 

ABSTRACT：Various monitoring sensors are used to predict and detect structural damage. Smart sensors, such as glass-fiber 

sensors, PZT, and MEMS, among others, have replaced traditional sensors. They are now being used in many areas.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damage by measuring the PZT voltage attached on the specimen by the applied impact load. In the 

experiment to detect damages in beam connection, simple H-400×200×8×13 beams were spliced with bolts. The results of FFT 

between PZT sensor and accelrometer were compared to measure the sensitivity of the PZT sensor. The damage to the beam 

was presumed by loosening the bolt, and then the damage measurement was accompanied. Secondly, a steel  PL600×65×5.8 

plate beam was fabricated for the purpose of experimenting on damage measurement. Impact loading test on three different 

locations was carried out. Damage width varied between 6∼42mm on both sides by cutting, using a steel saw. The ratio of 

frequencies before and after the damage was computed to quantify the damage level by using FFT, and the change in mode 

pattern with the increased damage was investigated to measure the damage.

핵 심 용 어 : 압 소자(PZT) 센서, 스마트 센서, 손상발견, FFT

KEYWORDS : PZT(Piezoeletric) sensor, smart sensor, damage detection, FFT(Fast Furier Transform)

1. 서 론

국내에서 기반 구조물의 건 도 계측은 1990년  부터 활

발히 행해졌다. 고층 빌딩, 장스팬 교각이나 해안에 설치된 구

조물, 원자력 발 소 등 토목 기반 구조물에서 건 도 계측 시

스템은  더 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 교량 구조물에서는 

교통 하 에 의한 진동을 이용한 손상추정 방법이 제안되었고

(Yun 등, 2002), 부분의 손상의 계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

다. 토목 구조물에서는 더 효과 인 안  리방법으로 수직 트

러스 부재에 하여 성공 으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Park 등, 2004). 한 진동을 이용한 동  실험은 Golden 

1) LG 하우시스 AL사업부 설계공사 (seo1629@hanmail.net)

2) 교신 자. C.S구조엔지니어링

   (Tel: 02-3497-7827, Fax: 02-3497-9943, E-mail: axodos@csse.kr) 

3) 경북 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finksnow@knu.ac.kr)

4) 경북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shin@knu.ac.kr)

Gate Bridge(Abdel-Ghaffer, 1985)나 Quincy Bayview Bridge 

(Wilson, 1991), Hitsuishijima Bridge (Okauchi 등, 1997) 

등의 큰 규모의 이블 지지 교량에도 성공 으로 용한 바 

있다.5)최근 교량  건물에 한 건 성 평가에 련하여 진

동실험과 모드해석방법이 용되고 있다. 로 2001년 개통된 

종 교의 경우 차모드의 모드계수 추정을 해 강제진동실

험을 수행하 으며 진동실험으로부터 구한 결과와 수치해석모

델의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교량의 건  여부를 단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가의 PZT센서를 이용하여 철골보의 

잠정  손상발생시 본 검사에 앞서 손상 치  손상정도를 

략  짐작하는 비 실험의 가능성을 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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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 이음부 손상실험

2.1 실험개요

철골보 이음부의 손상계측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두 개의

H-400×200×8×13를 볼트이음 합하여 스팬 6,000mm로 

제작하 다. 기존의 가속도계(IMV, VM-5112)와 PZT의 측

정결과를 비교하여 PZT의 민감도를 측정하 다. 실험에서 사

용된 PZT의 제원은 그림 3과 같다. 보의 손상은 이음부의 볼

트가 풀린 상태로 가정하 으며 소정의 마찰 합에 해당하는 

완  체결 시를 보의 건 한 상태로 가정하 다. 볼트는 토크

치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14kN·m로 체결하 다. 보의 

단부에서  지 에 그림 5와 같이 Schmidt Hammer로 

보의 랜지를 타격 후 PZT의 출력 압을 측정하 다. 출력

압의 시간이력곡선을 FFT로 변환하여 주 수 역에서 각 고

유모델별 주 수 특성을 찰함으로서 보의 손상유무를 단하

다. PZT와 가속도계의 치는 그림 1과 같이 이음부 웨  

덧 에는 PZT1, 하부 랜지에는 PZT2와 가속도계, 랜지 

덧 에는 PZT3,  치에는 PZT4를 설치하 다. 가속도

계는 오실로스코 (Lecory scope Wavesufer, WS454), 

PZT는 NI PXI-1040Q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

림 2는 이음부 상세이고, 표 1에서는 이음부 볼트의 조임에 따

른 실험체를 4가지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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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T 3PZT 4

650 650

650 6000 650

PZT 2

1500 1500 2000 1000

Impact Load

그림 1. 실험체 형상  PZT와 가속도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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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음부 상세 

 Frequency 

Range
6.5 ± 0.5 kHz

Max Impedence 250Ω

Operating

Temperature
-20 ∼ 80 ℃

그림 3. PZT 센서

그림 4. 볼트의 조임

   

그림 5. 충격하 의 가력 

실험체명 웨 랜지

[1] WT-FT 조임 조임

[2] WL-FT 풀림 조임

[3] WT-FL 조임 풀림

[4] WL-FL 풀림 풀림

WL-FT : W-Web, 웨 ; F-Flange, 랜지

L-Loosen, 풀림; T-Tighten, 조임

표 1. 실험체 일람표 

2.2 실험결과

PZT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가속도계를 기 으로 하여 

비실험을 실시하 다. WL-FL 형태로 비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림 6은 비실험의 결과이다. 가속도계의 1차모드의 

고유진동수는 30.7Hz이고 PZT의 1차모드의 고유진동수는 

29.7Hz로 96%의 일치성을 보인다. 그림 7은 PZT1의 시

간이력그래 로 최 출력은 약 ±volt로 나타났다. 그림 8

은 PZT1의 FFT 결과로 1차모드는 약 25∼30Hz, 3차모드

는 약 220∼280Hz근처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FFT 결과 1, 3차모드에 비해 2차모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PZT4를 제외한 PZT가 보의 앙부에 집 되어 

2차모드의 측정이 안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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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속도계와 PZT2의 1차모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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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ZT1의 시간 이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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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ZT1의 FFT

20 25 30 35
0

50

100

150

200

250

300

Frequency(Hz)

M
ag

ni
tu

de

 

 

 [1] WT-FT
 [2] WL-FT
 [3] WT-FL
 [4] WL-FL

그림 9. PZT1의 손상별 1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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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ZT2의 손상별 1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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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ZT3의 손상별 1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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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ZT4의 손상별 1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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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ZT1의 손상별 3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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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ZT2의 손상별 3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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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ZT3의 손상별 3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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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ZT4의 손상별 3차모드

그림 9～12는 PZT1, 2, 3, 4의 1차모드가 보이는 구간을 

확 한 그래 이며, 그림 13～16은 PZT1, 2, 3, 4의 3차모

드의 구간을 확 한 그래 이다. 그림 9를 살펴보면, [3] 

WT-FL 일 경우 두 개의 모드가 보이는데 이 같은 상은 볼

트 풀림에 의하여 충격하  시 덧 의 반발하 이 더해져서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우는 PZT의 민감도 실험을 한 

그림 6에서도 보인다. 특히 Y축 방향으로 덧 의 변 가 구속

된 웨  풀림보다 랜지 풀림에서 이 같은 상은 더 잘 나타

남을 알 수 있었으며 1차모드보다는 3차모드에서 이 같은 

상이 하게 나타났다. 

소정의 볼트를 조임으로써 무손상을 가정한 경우인 [1]

WT-FT 실험체와 웨   랜지 볼트의 풀림으로 손상을 가

정한 경우인 [2]WL-FT, [3]WT-FL, [4]WL-FL 실험체

의 진폭, 고유진동수를 비교하 다. 표 2는 이음부 손상에 따

른 각 PZT의 1차와 3차모드의 고유진동수  진폭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1차모드의 경우, 볼트의 풀림으로 인해 고유진

동수가 감소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3차모드는 일정한 고유

진동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센서 실험체

1차 모드 3차모드

진동수

(Hz)

진폭 진동수

(Hz)

진폭

PZT1

[1]WT-FT 29.7 158.1 228.4 158.9

[2]WL-FT 28.6 72.0 238.1 91.8

[3]WT-FL 28.7 187.6 224.2 323.1

[4]WL-FL 25.2 37.1 223.8 436.4

PZT2

[1]WT-FT 29.7 964.6 228.4 302.4

[2]WL-FT 28.7 746.1 233.2 169.6

[3]WT-FL 28.7 926.7 238.1 274.4

[4]WL-FL 28.4 518.5 237.7 247.5

PZT3

[1]WT-FT 29.7 367.7 235.3 157.8

[2]WL-FT 28.7 260.8 230.3 160.0

[3]WT-FL 28.6 507.6 229.3 208.2

[4]WL-FL 28.3 345.1 228.5 163.8

PZT4

[1]WT-FT 29.7 571.1 234.8 283.1

[2]WL-FT 28.6 538.8 229.3 543.2

[3]WT-FL 28.7 447.2 230.3 612.1

[4]WL-FL 28.3 278.9 228.5 280.2

표 2. 실험체의 1차모드와 3차모드 비교

2.3 산해석

보 이음부 손상계측을 해 산해석 로그램으로는 ABAQUS 

6.9를 사용하 다. 요소종류는 C3D8R인 솔리드요소를 사용

하여 3차원 모델링을 하고 고유치 해석을 하 다. 모델링 시 

앙에 마주보고 있는 H 형강사이에 공극 1mm 두고 웨  

이트와 랜지 이트를 이용하여 하나의 철골보로 모델링 

하 다. 이는 볼트의 풀림에 한 산해석 시 덧 의 연결만

으로 철골보를 거동하는 것을 표 하기 함이다. 웨  풀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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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 풀림에 한 손상을 가정하기 하여 그림 17과 같이 

손상이 없을 때는 덧 을 완 합하고 손상 시에는 덧  앙

에 철골보의 공극만큼 단면을 단하고 연결재를 연결하 다. 

웨 풀림에는 나 어진 두 개의 덧 의 볼트 치에 보연결재

를 이용하여 연결하 으며 랜지 풀림에는 공극을 사이에 두

고 마주보고 있는 면의 을 연결하 다. 이같은 연결방법은 

앞에서 언 하 듯이 볼트의 풀림시 철골보의 거동이 소정의 

마찰력이 없는 지압 연결된 덧 의 강성에 의존함을 표 하기 

함이며 한 복잡한 볼트의 리텐션을 모델링하지 않고 보

다 간단한 방법으로 실험체를 해석하 다.  

(a) (b)
그림 17. 보 이음부 모델링 (좌: 손상 , 우: 손상후)

그림 18은 [3] WT-FL의 모드형상이다. 면외 변형은 구속

되었고 각 모드에 따른 최 변  발생지 과 회 의 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 모드형상 (상: 1차모드, : 2차모드, 하: 3차모드)

표 3은 산해석에 의한 각 실험체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볼트의 풀림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

다. 산해석 결과 웨  풀림이 랜지 풀림보다 고유진동수 

감소에 더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Mode [1]WT-FT [2]WL-FT [3]WT-FL [4]WL-FL

1 34.3 28.6 33.7 27.8

2 140.1 138.4 140.1 137.7

3 260.1 239.4 256.1 236.2

표 3. 산해석에 의한 각 실험체의 고유진동수 (Hz) 

표 2와 표 3의 결과를 이용하여 1차모드, 3차모드의 손상에 

따른 고유주 수 변화를 그림 19와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그

림 19는 1차모드에서의 각 PZT별로 악된 고유진동수의 변

화를 보여 다. 고유진동수 변화를 일정한 경향으로 표 하기 

하여 [3]WL-FT, [2]WT-FL 순서로 그래 를 나타내었다. 

FEA 결과보다 볼트풀림에 의한 손상에 한 고유진동수의 변

화량이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손상에 따라 고유진동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며 따라서 1차모드의 고유진동수 측

정을 통하여 구조물의 건 성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24

26

28

30

32

34

36

[1]WT-FT [3]WT-FL [2]WL-FT [4]WL-FL

Fr
eq

ue
nc

y 
(H

z)

PZT1 PZT2 PZT3

PZT4 FEA

그림 19. 1차모드 고유진동수 변화

3차모드의 손상에 따른 고유주 수의 변화를 그림 20에 나

타내었다. PZT2의 3차모드는 손상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증가

하고 있다. PZT3과 PZT4는 그 변화량이 미미하지만 1차모드

와 유사하게 고유진동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반 으로 볼트의 풀림에 따라 고유진동수 감소의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 다. 고차모드의 고유진동수 변화로 구조물의 손상을 측

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결과의 축 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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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3차모드 고유진동수 변화

3. 철골 이트 보 손상계측 

3.1 해석  실험모델의 개요

철골 이트 보의 손상계측을 해 그림 21과 같이 PL

600×65×5.8의 철골 이트를 단순보형태로 가력스팬 500

mm로 제작하여 PZT를 부착 후 결과값을 각 손상별로 비교하

다. 

100 100 50 50 100 100
5050 500

PZT1 PZT2 PZT3

Crack A

50 100 75

65
Crack B Crack C

그림 21. 실험체 형상  센서의 치

그림 21에서처럼 Crack A～C의 치에 손상을 주었으며 

손상의 치는 왼쪽 지 으로부터 Crack A는 50mm, 

Crack B는 150mm, Crack C는 225mm로 손상의 치를 

다르게 하여 모드에 따른 손상 치의 향을 고려하 다(장정

환 등, 1997). 손상은 그림 22와 같이 폭 0.9mm의 쇠톱으

로 한쪽면을 3mm～21mm (양쪽면에 하여서는 6mm～

42mm)만큼의 손상을 주었다. 손상의 정도  치에 따른 

실험체 일람표는 표 4에 나타내었다.

0.9mm

그림 22. 손상부 상세

손상

정도

(mm)

Crack A Crack B Crack C

50

(2L/20)

150

(6L/20)

225

(9L/20)

0mm CR-A-0 CR-B-0 CR-C-0

6mm CR-A-6 CR-B-6 CR-C-6

12mm CR-A-12 CR-B-12 CR-C-12

18mm CR-A-18 CR-B-18 CR-C-18

24mm CR-A-24 CR-B-24 CR-C-24

30mm CR-A-30 CR-B-30 CR-C-30

36mm CR-A-36 CR-B-36 CR-C-36

42mm CR-A-42 CR-B-42 CR-C-42

표 4. 실험체 일람표

그림 23과 같이 왼쪽 지 에서 275mm지 에 손잡이 부분

이 핀으로 된 망치를 바닥에 고정하여 일정 높이에서 회 낙하

함으로 충격하 을 주었다. 손상의 측정을 하여 그림 21과 

그림 23에 나타난 치에 PZT를 부착하 다. 손상의 치  

정도를 악하기 하여 고유진동수비()를 구하 다.

1 2 3

275
L=500

PL 600×65×5.8
5.8 Impact Load

그림 23. 충격하  치

3.2 실험결과

표 5는 철골 이트 보 손상실험에서 PZT로 측정한 손상 

시의 고유진동수와 무손상의 고유진동수의 비()를 손상

의 정도  손상의 치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1.15

0mm 6mm 12mm 18mm 24mm 30mm 36mm 42mm
Damage Width (mm)

ω
c/ω

Crack A Crack B Crack C

그림 24. PZT의 1차모드를 이용한 손상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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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도
1차모드 2차모드 3차모드

Crack A Crack B Crack C Crack A Crack B Crack C Crack A Crack B Crack C

6mm 1.0381 1.0069 0.9949 1.0267 0.9533 1.0000 1.0024 0.9479 1.0875

12mm 1.0835 1.0158 1.0051 1.0660 0.9341 0.9995 0.9965 0.9897 1.0880

18mm 0.9854 1.0104 0.9881 1.0037 0.9446 0.9991 0.9926 0.9917 1.0810

24mm 0.8331 0.9877 0.9828 0.9461 0.9368 0.9962 0.9872 0.9878 1.0778

30mm 1.0417 0.9965 0.9932 1.0005 0.9346 0.9981 0.9794 0.9943 1.0712

36mm 1.0020 0.9894 0.9639 0.9911 0.9249 0.9976 0.7903 0.9854 1.0536

42mm 1.0327 0.9631 0.9227 0.9883 0.9469 0.9953 0.9536 0.9808 1.0467

표 5. PTZ의 고유진동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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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ZT의 2차모드를 이용한 손상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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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ZT의 3차모드를 이용한 손상계측

그림 24～26은 손상에 따른 PZT의 1차, 2차, 3차모드의 

고유진동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4는 1차모드의 고유진

동수비를 나타낸 그래 로 손상에 따라서 고유진동수비가 변화

하나 특별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림 25는 2차모드의 고유진동수비를 나타낸 그래 로 

Crack C가 보의 앙에 가까우므로 고유진동수비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Crack B의 경우 손상 시에 고유진동수비가 감소

함을 볼 수가 있다. Crack A에서 1차모드와 2차모드의 고유

진동수비가 불규칙하게 변화하는데 이는 Crack A가 지 에 

가까운 곳에 치하 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26은 3차모드의 고유진동수비를 나타낸 그래 로 

Crack A, Crack B의 경우 손상에 따라 고유진동수비가 감소

하며 Crack C의 경우 고유진동수비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다. 

PZT의 고유진동수비를 통하여 철골보의 손상유무는 정할 

수 있으나 손상의 정도  치 악을 해서는 좀 더 많은 실

험 자료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산해석

철골 이트 보 손상계측을 한 산해석에는 MIDAS 

Gen을 이용했다. 손상에 따른 이트 보 의 하부면을 요

소로 입력한 후 이를 Extrude Elements기능으로 확장변환

하여 실험체를 솔리드요소로 모델링을 하 다.

표 6은 산해석에 의한 손상 시의 고유진동수와 무손상의 

고유진동수의 비()를 손상의 정도  손상의 치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각 모드에 따라 손상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치와 손상의 정도에 해 고유진동수비가 일정한 경

향을 보이며 감소하는 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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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1차모드에서의 고유진동수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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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도
1차모드 2차모드 3차모드

Crack A Crack B Crack C Crack A Crack B Crack C Crack A Crack B Crack C

6mm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9999 1.0000 1.0000 

12mm 1.0000 0.9999 0.9998 0.9999 0.9998 1.0000 0.9997 1.0000 0.9999 

18mm 1.0000 0.9997 0.9996 0.9998 0.9996 1.0000 0.9995 1.0000 0.9997 

24mm 0.9999 0.9994 0.9992 0.9996 0.9992 0.9999 0.9991 0.9999 0.9994 

30mm 0.9998 0.9990 0.9985 0.9993 0.9986 0.9999 0.9984 0.9999 0.9989 

36mm 0.9997 0.9982 0.9974 0.9988 0.9977 0.9998 0.9975 0.9998 0.9982 

42mm 0.9995 0.9969 0.9955 0.9980 0.9960 0.9996 0.9959 0.9997 0.9968 

표 6. 산해석에 의한 고유진동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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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차모드에서의 고유진동수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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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3차모드에서의 고유진동수비의 변화 

손상은 솔리드 요소로 확장변환 하기   요소에서 손상되

어진 단면의 요소부분을 제거함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7∼

29는 손상의 치  정도에 따른 1, 2, 3차 모드의 고유진동

수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손상의 증가에 따라서 고유진

동수비가 감소함을 알 수가 있다. 1차모드의 경우 지 에서 

가까운 Crack A에서의 고유진동수비의 변화가 제일 작고 2

차모드의 경우 Crack C에의 고유진동수비의 변화가 제일 작

으며 3차 모드의 경우 Crack B에서의 고유진동수비의 변화

가 제일 작다. 이는 각 모드형상의 회 에 손상 치가 가

까울수록 고유진동수의 변화량이 작고, 최 변 가 일어나는 

지 에 가까울수록 손상에 따라 민감하게 고유진동수가 변화

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PZT센서를 사용하여 철골보 손상계측을 시도하 다. PZT

를 사용하여 구한 고유진동수와 고유진동수비()를 산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PZT센서를 이용

한 철골보의 손상계측의 가능성을 악하고자 한다.

(1) 철골보 이음부 손상 실험에서 PZT센서의 민감도는 기존 

가속도계와 비교하 을 때 가속도계의 1차모드가 30.7

이고 PZT의 1차모드가 29.7로 96%정도의 일

치성을 보인다.

(2) 철골보 이음부 손상 실험에서 손상이 발생할 경우 1차모

드의 고유진동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

차모드의 경우 일정한 경향을 찾지 못하 다. 따라서 1

차모드의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이음부의 

손상 측정에 측지표로 사용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3) 철골보 이음부 손상 산해석 결과 볼트의 풀림으로 고

유진동수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웨  덧 의 볼트풀림이 

랜지 덧 의 볼트풀림보다 고유진동수의 감소폭이 더 

큼을 알 수있다.

(4) 철골 이트의 손상계측 실험에서 PZT센서를 사용하여 

손상 치와 손상정도에 따른 고유진동수비를 나타낸 결과 

일정한 경향이 보이질 않았다. 결과값을 통하여 철골보의 

손상유무는 측정할 수 있으나 손상 치와 정도의 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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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철골 이트 보 손상계측 산해석 결과, 손상의 증가

에 따라서 고유진동수비가 감소하며 각각의 모드형상에 

따라서 고유진동수비의 변화 정도가 다름을 알 수가 있다

참 고 문 헌

서혜원(2009) PZT 센서를 이용한 철골보 손상계측, 석사학

논문, 경북 학교.

장정환, 이정휘, 김성곤, 장승필(1997) 강부재의 손상발견을 

한 모달실험 기법, 한국강구조학회논문집, 한국강구조

학회, 제9권, 4호, pp.467-477.  

Abdel-Ghaffar, A.M. and Scanlan, R.H. (1985) Ambient 

Vibration Studies of Golden Gate Bridge. : I. 

Suspended Structure,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ASCE, Vol. 111, No. 4, pp.463-482.

Okauchi, I., Miyata, T., Tatsumi, M., and Sasaki, N. 

(1997) Field vibration test of a long-span cable- 

stayed bridge using large exciters. Structural 

Engineering / Earthquake Engineering, JSCE, Vol. 

14, No. 1, pp.83-93.

Park, S.H., Yi, J.H., Yun, C.B., and Roh, Y.R. (2004) 

Impedance-based Damage Detection for Civil 

Infrastructures,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8, No. 4, pp.425-433.

Wilson, J.C., and Gravelle, W. (1991) Modeling of a 

cable-stayed bridge for dynamic analysis. 

Earthquake Engineering and Structural Dynamic,  

Vol. 20, No. 8, pp.707-721.

Yun, C.B., Lee, J.J., Kim, J.D., and Lee, J.W. (2002) 

Damage estimation method for bridges using 

ambient vibration data. Proc. of the US-Korea 

Workshop on Smart Infra-Structural System, 

Busan, Korea, pp.283-290.

( 수일자 : 2009. 11. 9/ 심사일 2009. 11. 19/

게재확정일 2010. 9. 29)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