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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온도 조건하의 PSC 거더 교량의

가속도-임피던스기반 손상 모니터링

Damage Monitoring of PSC Girder Bridges based on Acceleration

-Impedance Signals under Uncertain Temperatu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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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PSC 거더 교량의 가속도-임피던스 응답 특성을 이용하는 손상 모니터링에 있어 온도유발 불확실성의 

향을 분석하 다. 먼 , 역   국부 진동 특성을 이용한 손상 모니터링 기법을 설계하 다. 역   국부 특성으로 

각각 가속도  기-역학  임피던스 특성을 선정하 다. 다음으로 모형 PSC 거더 교량을 이용하여 온도유발 가속도-임

피던스 응답 특성을 실험 으로 분석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온도-가속도  온도-임피던스 응답 특징들에 한 보정식

을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긴장력 감소  휨 강성 하 경우들이 실험된 모형 PSC 거더를 상으로 산출된 보정식을 이

용한 가속도-임피던스기반 손상 모니터링 기법의 유용성이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거더, 가속도, 임피던스, 구조건 성모니터링, 온도 향, 고유진동수, 상 계수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emperature-induced uncertainty to damage monitoring using acceleration-impedance response 

features is analyzed for presterssed concrete(PSC) girder bridges. Firstly, a damage monitoring algorithm using global and local 

vibration features is designed. As global and local features, acceleration and electro-mechanical impedance features are selected 

respectively. Secondly, the temperature effect on the acceleration and impedance features for a lab-scaled PSC girder is 

experimentally analyz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compensation models for temperature-acceleration features and 

temperature-impedance features are estimated. Finally, the feasibility of the acceleration-impedance-based damage monitoring 

technique using the compensation model is evaluated in the PSC girder for which a set of prestress-loss and flexural stiffness loss 

cases were dynamically tested. 

Keywords : prestressed concrete girder, acceleration, impedanc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emperature 

effect, natural frequency,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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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사회로 발 하는 과정에서 건설된 형 구조물과 시설

물들은 설계  시공과정에서의 결함 는 설계 당시에 고려하

지 못하 던 각종 요인으로 인하여 구조 손상이 발생할 험이 

있다. 한, 구조물의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 

안 성마  크게 을 받고 있다. 심각한 정도의 구조손상이 

발생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설계 당시에 계획되었던 설계 사용

년한에 크게 못 미칠 정도로 사용년한의 단축을 래하는 경우

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지진에 한 구

조물의 안 성 확보와 성능 평가에 한 요성의 증 로 구조

건 성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과 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고 있다(김정태 등, 2002; 윤정방 등, 2003; 박재형 등, 

2008; Kim 등, 1995; Farrar 등, 2000; Peeters, 2000).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

는 외력에 기인한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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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인공 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콘크리트로 오늘날 다양한 토목구조물에 용되고 있다. 

PSC 구조물은 공용 의 하  이력, 콘크리트 크리 와 건

조수축, 피로 괴 등에 의해 콘크리트 손상(휨 강성 하)이 

발생하거나, PS 텐던의 릴 세이션, 정착부 손상  온도 변

화, 는 리스트 스(prestress, PS) 텐던 자체의 국부 

손상 등의 요인에 의해 긴장력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로 인

해 구조물의 성능 하 는 심각한 안 도 하가 야기된

다. 따라서 외부 하 조건과 환경  요인들로부터 PSC 교량

에 한 안 성을 유지하기 한 연구가 요한 문제로 두

되고 있다(김정태 등, 2005).

PSC 구조물의 형 인 손상유형인 PS 텐던의 긴장력 감

소와 콘크리트의 휨 강성 하를 모니터링하기 한 기법들이 

재까지 많이 개발되고 있다(Saiidi 등, 1994; Aalami, 

2000; Miyamoto 등, 2000; Kim 등, 2004). 이 기법들은 

각각의 개별 손상유형에 해 개발되어, 손상의 유형이 알려지

지 않을 경우 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Kim 등(2010)과 Park 등(2010)은 가속도-임피던스 신

호의 응답특성을 이용한 하이 리드 손상 모니터링 체계를 제

안하 다. 이들 모니터링 기법은 가속도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역  구조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임피던스 응답특성

을 이용하여 국부 구조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이들 결과

로부터 손상의 유형을 분석한다. 하지만, 공용  외부 환경에 

지속 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 온도변화와 같은 환경 요인이 

구조물의 거동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즉, 계측된 응답특

성의 변화가 실제 손상 발생에 기인하 는지 아니면 온도변화

에 의해 야기되었는지를 식별해야 하는 이차 인 분석과정이 

필요하다(김정태 등, 2003; Park 등, 1999; Cornwell 등, 

1999; Kim 등, 2003).

본 논문에서는 PSC 거더 교량의 가속도-임피던스 응답 

특성을 이용하는 손상 모니터링 기법에 있어 온도유발 불확

실성의 향을 분석하 다. 먼 , 상 구조물의 역   

국부 진동 특성을 이용한 손상 모니터링 기법을 간략하게 소

개하고, 이를 한 가속도  임피던스기반 모니터링 기법을 

선정하 다. 다음으로 모형 PSC 거더 교량을 상으로 온도

유발 가속도-임피던스 응답특성을 분석하고 온도-가속도  

온도-임피던스 응답특징들에 한 보정식을 산출하 다. 마

지막으로 산출된 보정식을 이용하여 모형 PSC 거더의 가속

도-임피던스기반 손상 모니터링을 수행하 고, PSC 거더의 

긴장력 감소  휨 강성 하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2. 가속도-임피던스기반 손상 모니터링 기법

Kim 등(2010)과 Park 등(2010)은 역   국부 모

니터링기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하이 리드 손상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 다. 제안된 하이 리드 체계는 가속도  임

피던스 신호의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PSC 거더교의 형 인 

손상유형인 PS 텐던의 긴장력 감소와 콘크리트의 휨 강성 

하를 모니터링하고자 하 다. 두 손상유형을 효율 으로 

모니터링하기 해 손상경보  손상분류, 손상평가와 같이 

3단계 모니터링을 수행하 다. 첫 번째 손상경보단계에서 

PSC 거더의 임의의 한 치에서 취득된 가속도 신호의 변화

를 모니터링하여 역 인 손상의 발생을 경보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는 경보의 원인이 두 손상 유형 , 어떤 손상에 

의해 경보된 것인지 규명할 수 없다. 단지, 이상상태가 발생

하 다는 만을 감지한 상태이다. 두 번째 손상분류단계는 

앞선 손상경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별하기 해 텐던의 

정착부에서 취득된 임피던스 신호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손

상경보의 원인이 긴장력 감소에 의한 것인지 휨 강성 하에 

의한 것인지를 분류하고자 한다. PZT 센서를 이용한 임피던

스기반 모니터링은 센서가 부착된 부근에서 발생한 상태변화

에 반응한다. 이에, PZT 센서가 부착된 정착부의 이상상태

(즉, 긴장력 감소)를 모니터링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상

으로 멀리 치한 콘크리트의 휨 강성 하를 모니터링하기 

용이하지 않다. 세 번째 손상평가단계는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각각의 손상유형에 해 손상의 

치나 크기를 평가하 다.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  가속도기

반  국부 임피던스기반 손상경보 기법을 선정하 다. 가속

도기반 손상경보 기법은 PSC 구조물 임의의 한 치에서 취

득된 가속도 신호의 워스펙트럼 도(power spectral 

density)에 한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역 인 손상을 모니터링하는 기법이다. 임피

던스기반 손상경보 기법은 텐던의 정착부에서 취득된 임피던

스 신호의 상 계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국부 인 손상을 

모니터링하는 기법이다.

2.1 가속도기반 손상 모니터링 기법

구조물로부터 취득한 시간 역 가속도 신호는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주 수 역으로 변환하여 분석

하는 경우가 많다.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가속도 신호는 노이즈

를 포함하고 있어 노이즈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일반

으로 워스펙트럼 도(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사용한다. 워스펙트럼 도 는 Welch's Procedure를 

통해 계산된다. Welch's Procedure는 식 (1)과 같이 취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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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등분으로 나 고, 각 등분된 신호에 한 FFT 결과

의 제곱을 평균한 뒤, 신호 데이터의 크기 로 나 어 워스

펙트럼 도를 계산한다.

 
 




 
 (1)

여기서, 는 등분된 번째 가속도 신호의 FFT 결과

이다. 구조물로부터 취득된 가속도의 워스펙트럼 도는 구

조물의 상태(강성, 질량, 감쇠)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워스펙트럼 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구조물의 손상

을 경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워스펙트럼 도의 변화를 정량화하여 구조물

의 손상을 모니터링하기 해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를 이용하 다. 임의의 구조물에서 계측된 두 개의 독립된 

워스펙트럼 도함수 , 가 있을 때, 이들 두 함수를 

확률변수로 취 하면 두 함수간의 상 계수 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m 등, 2010).

 

 
(2)

여기서, 과 는 각 워스펙트럼 도의 표 편차이고, 

와 는 각 워스펙트럼 도의 평균을 나타낸다. 만약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값은 1이 되며, 손상이 

발생하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일반 으로 계측 노

이즈에 의해 값은 구조물의 상태변화가 없음에도 1보

다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도(control 

chart)해석을 통해 손상 발생의 유무를 별하는 기법을 이

용하 다. 손상 유무를 별하기 한 하한 리치(lower 

control limit, LCL)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와 

는 각각 상 계수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다. 상 계수가 하한 리치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경보하게 된다.

2.2 임피던스기반 손상 모니터링 기법

임피던스(impedance) 기법은 PZT(piezoelectric zirconate- 

titanate) 센서를 이용하여 국부  치에서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기법이다. PZT 센서가 구조물의 표면에 부

착되어 있는 경우 PZT 센서의 기-역학  임피던스 는 

구조물의 역학  임피던스 와 PZT 센서의 역학  임피

던스 가 결합된 함수로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iang 등, 1994).

 


(4)

  
   



이 식에서   는 각각 PZT 패치의 넓이, 길이  두께를 

의미하며 
  

 는 일정한 응력이 작용할 때 PZT 패

치의 복소 기유 율이다. 는 PZT 센서의 유 손실계수, 

는 일정한 기장에서 PZT 센서의 탄성계수, 

는 PZT 센서의 감쇠계수, 는 PZT 센서의 압 상수, 와 

는 PZT 센서와 구조물의 임피던스, 는 수, 

는 PZT 패치의 도를 의미한다. 국부 구조계의 상태가 변화

하면 구조물의 역학  임피던스 가 변화한다. 따라서, 기역

학  임피던스 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손상을 경보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임피던스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하여 식 

(2)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상 계수를 이용하 다.

 


(5)

여기서, 와 는 각 임피던스 특징을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임피던스 신호의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다. 임피던

스기반 손상경보 기법의 경우에도 식 (3)와 유사하게 리도

(control chart)분석을 통해 손상 발생의 유무를 별할 수 

있다.

3. PSC 거더의 온도유발 가속도-임피던스 응답특성 분석

3.1 실험구조물  실험구성

PSC 거더 교량의 온도유발 가속도-임피던스 응답특성 분

석을 해 그림 1과 같이 T형 단면을 가지는 지간 6m의 모

형 PSC 거더를 제작하 다. 지름 15.2mm의 Grade 250 

7-연선을 PS 텐던으로 사용하 으며, 그림 2(a)와 같이 유

압잭을 이용하여 하부 랜지의 앙에 직선으로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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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형 PSC 거더의 진동실험을 한 실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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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기간 동안의 온도-시간 이력

다. 텐던은 25mm 덕트내에 설치되었으며 그라우 되지 않

았다. 유압잭이 설치된 단면의 반 편은 기를 이용하여 텐

던을 고정시켰다. 유압잭과 기를 이용하여 모형 PSC 거더

에 기 긴장력 98kN을 도입하 다. 유압잭의 하 에 인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동특성 변화를 방지하기 해 긴장력 도

입 후에 유압잭을 구조물로부터 제거하 다. 콘크리트의 28

일 압축강도는 23.6MPa이며 단 량은 2.35kN/m
3
이다.

모형 PSC 거더의 가속도 응답특성을 추출하기 해 그림 1 

 그림 2(b)와 같이 압 형 가속도계(PCB 393B04)를 등간

격(1m)으로 총 7개(Sensors 1-7) 설치하 으며, PCB 

Piezotronic 사의 16 채 의 Signal Conditioner(481A03)

와 NI(National Instruments)사의 Terminal Block  

DAQ card를 이용하여 신호를 계측하 다. 가속도 계측을 

해 거더 우측 끝에서 1.7m 치에 설치된 VTS-100 자기

(electro-magnetic) 진동기(shak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충

격 가진을 주었다. 가속도 신호는 500Hz의 샘 링 주 수로 

약 4 간(2048개)의 데이터를 취득하 다. Nyquist 주 수 

 구조물의 기 2차 휨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고려하여 

Cut-off 주 수를 125Hz로 선정하 다. 

임피던스 응답특성 추출을 해 그림 2(c)와 같이 PSC 거

더 우측 끝의 기와 정착  사이에 인터페이스 와셔(박재형 

등, 2010)를 설치하고, 인터페이스 와셔에 PZT 센서(25× 

25×0.5mm, PZT 5A Plate)를 부착하여 계측하 다. 인터

페이스 와셔를 사용함으로써 비교  주 수 역의 임피던

스 특징 추출이 용이하며, 시행착오(trial-and-error)에 의해 

선정되는 임피던스 측정주 수 범 의 선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피던스 측정을 하여 임피던스 분석기인 HIOKI 

3532를 설치하 으며, LabVIEW를 이용하여 1V의 교류 압

을 PZT 센서에 인가하여 임피던스 응답신호를 계측하 다.

실험온도가 변동하는 조건하에서 계측온도와 가속도-임피던

스 응답특성 계를 실험 으로 분석하 다. 실험은 2009년 1

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부경 학교 스마트구조공학실험

실에서 수행되었다. 먼  히터를 이용하여 인 으로 실내 온

도를 약 20℃까지 상승시킨 후, 그 후에 변동하는 온도 조건으

로부터 가속도-임피던스 응답특성을 계측한 후, 온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인 으로 실내온도를 상승시킨 경우를 

제외한 실험실의 1일 평균온도 변화는 5℃이내 다. 온도계측

은 NI사의 Temperature Logger(PXI-4351)과 K-type 

Thermocouple Wire를 이용하 으며, 그림 3은 9일간은 계

측된 온도의 변화를 보여 다. 가속도-임피던스 신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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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속도 응답으로부터 추출된 고유유진동수  모드형상 : 긴장력 98kN, 온도 5.4℃-22.5℃

계측은 1시간 간격으로 수행하 으며, 수행기간  발생한 온

도는 22.5℃에서 5.4℃까지 변화하 다. 실험 수행기간 동안 

임피던스 신호의 경우, 계측 장비의 오작동없이 실험이 수행되

었으나, 가속도 신호의 경우, 계측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11

일 02시~12일 09시와 1월 13일 02시~13일 09시 동안에는 

신호 계측을 수행하지 못하 다. 

그림 4는 수행기간  온도변화에 의한 가속도 신호의 

워스펙트럼 도(PSD)와 임피던스 신호의 변화를 보여 다. 

먼 , 그림 4(a)는 온도변동 조건(5.4℃~22.5℃)  기 

긴장력 98kN 상태에서 Sensor 5로부터 계측된 가속도 신

호의 워스펙트럼 도를 보여 다. 그림 4(b)는 온도변동 

조건(5.4℃~22.5℃)  기 긴장력 98kN 상태에서 텐던 

정착부의 PZT 센서로부터 계측된 임피던스 신호를 보여

다. 다음으로 휨진동 모드 1과 모드 2의 경우에 해 온도변

화(5.4℃~22.5℃)에 따른 모드형상의 변화  고유진동수

의 변화를 그림 5와 같이 추출하 다. 모드형상  고유진동

수 추출은 시간 역(time-domain) 기법의 하나인 추계론  

부공간 규명법(stochastic subspace identification, SSI)

을 이용하 다(Overschee 등, 1996; Peeters 등, 1999; 

Yi 등, 2004).

3.2 온도유발 가속도-임피던스 응답특성

3.2.1 온도변화에 따른 가속도 워스펙트럼 도의 

상 계수 변화

온도변화에 기인한 가속도 워스펙트럼 도의 상 계수

(CC of PSD)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최  온도인 22.5℃에

서 계측된 가속도 신호의 워스펙트럼 도와 나머지 온도 조

건에서 계측된 워스펙트럼 도 사이의 상 계수를 계산하여 

그림 6(a)와 같이 도시하 다. 총 7개의 치(Sensors 1~7)

별 워스펙트럼 도의 상 계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지

부근(Sensors 1 & 7)의 신호는 가진응답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상 으로 노이즈의 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온도와 

상 계수간의 변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치(Sensors 2~6)는 가진응답이 충분히 크게 나타나, 온도

와 상 계수간의 변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각 센서별

로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Sensors 2~6 치 

, 가진 치나 기 두 개의 휨 진동모드(mode 1과 mode 

2)가 모두 민감하게 변화하는 sensor 5를 선정하 다. 이로부

터, 온도와 가속도 신호(Sensor 5)의 워스펙트럼 도 상

계수간의 선형 계를 그림 6(b)와 같이 도출하 다.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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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온도 Vs 고유진동수 선형 계 분석

통해 도출된 선형 계식은 온도 1℃의 변화가 발생하 을 때, 

워스펙트럼 도의 상 계수는 0.019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온도변화에 따라 워스펙

트럼 도가 비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2 온도 변화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변화

온도변화에 기인한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그림 7과 같이 각 온도변화에 따른 휨진동 모드 1과 모드 2

에 한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도시하 다. 다음으로 온도와 

고유진동수간의 선형 계를 그림 8과 같이 도출하 다. 실험

을 통해 도출된 선형 계식은 온도 1℃의 변화가 발생하 을 

때, 1차 휨 진동모드의 고유진동수는 0.027Hz(0.13%)의 

변화가 발생하며, 2차 휨 진동모드의 고유진동수는 0.113Hz 

(0.11%)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 같은 결과

로부터 고유진동수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 인 변화량은 모드 2에 한 고유진동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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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온도변화에 따른 모드형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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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온도 Vs 모드형상 선형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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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온도변화 Vs 임피던스 상 계수 변화 분석

게 변화하며, 상 인 변화량은 모드 1의 고유진동수가 크

게 변화하 다.

3.2.3 온도 변화에 따른 모드형상의 변화

온도변화에 기인한 모드형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각 

온도변화 조건별로 그림 9와 같이 모드보증지수(modal 

assurance criterion, MAC)를 이용한 모드형상의 변화를 

도시하 다. 다음으로 온도와 모드보증지수 사이의 선형 계

를 그림 10과 같이 도출하 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선형 계

식은 온도 1℃의 변화가 발생하 을 때, 1차 휨 진동모드의 

MAC은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차 휨 진동모드의 

MAC은 0.002의 매우 작은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모드형상의 변화는 

차 진동모드들의 경우 비교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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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oading Scenario Natural Frequency(Hz)

Weight(kN) Temp.(℃) Mode 1 Mode 2

Unloading - 22.5 20.51 103.88

Loading 1 1.2 18.7 19.78 103.52

Loading 2 2.4 18.9 18.55 98.45

Loading 3 3.6 18.5 18.07 96.80

표 2 PSC 거더의 부가질량 재하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

3 m 3 m

0.5 mAdded Mass

PSC beam

(a) 부가질량의 재하 치

(b) 부가질량

그림 12 모형 PSC 거더의 부가질량 재하에 의한 손상 묘사

Case
Prestress Scenario Natural Frequency(Hz)

Force(kN) Temp.(℃) Mode 1 Mode 2

PS0 98.0 22.5 20.51 103.88

PS1 88.2 20.5 20.26 102.84

PS2 78.4 20.5 20.02 101.81

PS3 68.6 20.7 19.78 100.59

PS4 58.8 20.5 19.53 99.37

PS5 49.0 20.1 19.53 98.88

표 1 PSC 거더의 긴장력 감소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

3.2.4 온도변화에 따른 임피던스 상 계수의 변화

온도변화에 기인한 임피던스 응답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최  온도인 22.5℃에서 계측된 임피던스 응답특성과 

나머지 온도 조건에서 계측된 임피던스 응답특성 사이의 상

계수를 계산하여 그림 11(a)와 같이 도시하 다. 다음으

로, 온도와 임피던스 신호 상 계수간의 선형 계를 그림 

11(b)와 같이 도출하 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선형 계식은 

온도 1℃의 변화가 발생하 을 때, 임피던스의 상 계수는 

0.032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 같은 결과로

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임피던스 상 계수의 변화는 가속도 

특징들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가속도-임피던스기반 손상모니터링  온도 향 분석

4.1 손상 시나리오  온도 조건

손상은 PSC 거더 교량의 형 인 손상 유형으로 PS 텐

던의 긴장력 감소와 콘크리트의 휨 강성 하를 선정하 다. 

PS 텐던의 긴장력 하에 한 손상은 기 긴장력 98kN에

서 긴장력이 49kN이 될 때 까지 9.8kN씩 긴장력을 감소시

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감소된 긴장력은 긴장력 도입 시 

설치되어 있던 로드셀을 통해 계측하 다. 비손상 상태의 가

속도  임피던스 응답은 최  온도 22.5℃에 계측하 다. 

긴장력 감소일 경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의 온도는 20.1℃

에서 20.7℃ 사이에서 변화하 다. 이상과 같은 긴장력 감소 

실험을 통해 추출된 고유진동수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휨 강성 하에 한 실험은 거더에 직 인 

균열을 도입하지 않고 구조동역학 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림 12와 같이 부가질량(added mass)을 이용

하여 수행되었다. 부가질량은 기 긴장력 98kN이 작용한 

상태에서 1.2kN의 콘크리트 블록(0.5×0.5×0.25m)을 재하 

하 으며, 동일한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 3개를 재하한 조건

까지를 고려하 다. 비손상 상태의 가속도  임피던스 응답

은 최  온도 22.5℃에 계측하 다. 콘크리트 부가질량이 재

하된 경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의 온도는 18.5℃에서 

18.9℃ 사이에서 변화하 다. 이상과 같은 부가질량 재하 실

험을 통해 추출된 고유진동수는 표 2와 같다.

4.2 온도 향을 고려한 가속도기반 손상 경보

4.2.1 가속도기반 손상 경보 : 온도 향 보정 

긴장력 감소  부가질량 재하의 손상 시나리오에 따라 계

측된 가속도 응답 신호와 식 (2)~(3)을 이용하여 손상 경보

를 수행하 다. 그림 13은 가속도 기반 손상경보 결과를 보

여 다. 그림 13(a)와 13(b)에서 선으로 된 수평선은 온

도 보정 의 하한 리치(LCL)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긴장

력 감소  부가질량 재하의 모든 경우 상 계수가 하한 리

치를 벗어나 손상을 경보하 다. 

4.2.2 가속도기반 손상 경보 : 온도 향 보정 후

비손상 상태와 손상상태의 온도 조건을 비교하 을 때, 긴

장력 감소의 경우에는 1.8℃~2.4℃의 온도 차이가 존재하

며, 부가질량 재하의 경우에는 3.6℃~4.0℃의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경보된 손상이 온도에 기인한 것인지 손상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해, 그림 6(b)에서와 

같이 기 긴장력 98kN 상태의 온도 변화조건(5.4℃~22.

5℃)하에서 도출된 온도와 가속도 워스펙트럼 도 상 계

수 사이의 선형 계식을 이용하여 비손상 상태의 워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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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온도 향을 고려한 임피던스기반 손상경보 결과

럼 도 상 계수를 보정하 다. 보정 된 상 계수는 긴장력 

감소 상태에서의 온도변화(1.8℃~2.4℃)를 감안하여, 손상

상태에 한 온도변화는 평균 2.1℃인 것으로 가정하 다. 

부가질량 재하의 경우는 온도변화가 3.6℃~4.0℃인 것을 

감안하여, 손상상태에 한 온도변화는 평균인 3.8℃인 것으

로 가정하 다. 그림 13(a)와 13(b)에서 실선으로 된 수평

선은 온도 보정 후의 하한 리치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상

계수의 온도 보정 후에도 여 히 손상이 경보하 다. 이로부

터 경보된 손상은 온도에 의한 것이 아닌 긴장력 하  부

가질량 재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4.3 온도 향을 고려한 임피던스기반 손상 경보

4.3.1 임피던스기반 손상 경보 : 온도 향 보정 

긴장력 감소  부가질량 재하의 손상 시나리오에 따라 계

측된 임피던스 응답 신호와 식 (5)을 이용하여 손상 경보를 

수행하 다. 그림 14는 임피던스기반 손상경보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4(a)와 14(b)에서 선으로 된 수평선은 온도 

보정 의 하한 리치(LCL)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긴장력 

하  부가질량 재하의 모든 경우 상 계수가 하한 리치

를 벗어나 손상을 경보하 다. 

4.3.2 임피던스기반 손상 경보 : 온도 향 보정 후

비손상 상태와 손상상태의 온도조건을 비교하 을 때, 긴

장력 감소의 경우에는 1.8℃~2.4℃의 온도차이가 존재하며, 

부가질량 재하의 경우에는 3.6℃~4.0℃의 온도 차이가 존

재한다. 이에 경보된 손상이 온도에 기인한 것인지 손상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해 앞서 그림 11(b)에

서 도출된 온도와 임피던스 특징 사이의 선형 계식을 이용

하여 보정하 다. 이 역시 보정 된 상 계수에서 긴장력 감

소의 온도변화는 평균 2.1℃인 것으로 가정하 으며, 부가질

량 재하는 평균 3.8℃인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14(a)와 

14(b)에서 실선으로 된 수평선은 온도보정 후의 하한 리치

이다. 긴장력 감소의 경우에는 온도보정 후에도 손상이 경보

되었다. 이로부터 경보된 손상은 온도에 의한 것이 아닌 긴

장력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가질량 재하의 경우

에는 온도보정 후에 손상이 경보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온도 

보정 에 경보된 손상은 온도에 의한 것으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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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피던스를 이용한 기법은 sensing 범 가 제한 이기 

때문에 정착부 PZT 센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손상(콘크리트

의 부가질량 재하)을 경보할 수 없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하다(Kim 등, 2010; Park 등, 201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C 거더 교량의 가속도-임피던스 응답특

성을 이용하는 손상 모니터링 기법에 있어 온도유발 불확실

성의 향을 분석하 다. 먼 , 상 구조물의 역   국

부 진동 특성을 이용한 손상 모니터링 기법을 간략하게 소개

하고, 이를 한 가속도  임피던스기반 모니터링 기법을 

선정하 다. 다음으로 모형 PSC 거더 교량을 상으로 온도

유발 가속도-임피던스 응답특성을 분석하고 온도-가속도  

온도-임피던스 응답특징들에 한 보정식을 산출하 다. 마

지막으로 산출된 보정식을 이용하여 모형 PSC 거더의 가속

도-임피던스기반 손상 모니터링을 수행하 고, PSC 거더의 

긴장력 감소  휨 강성 하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먼 , 모형 PSC 거더의 가속도기반 손상 모니터링 

기법은 온도 향 보정 , 긴장력 감소  부가질량 

재하의 모든 경우 상 계수가 하한 리치를 벗어나 

손상을 경보되었다. 한, 상 계수의 온도 향 보정 

후에도 여 히 손상을 경보되었다. 이로부터 경보된 

손상은 온도에 의한 것이 아닌 긴장력 하  부가

질량 재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다음으로 모형 PSC 거더의 임피던스기반 손상 모니

터링 기법은 온도 향 보정 , 가속도기반 손상 모니

터링과 동일하게 긴장력 감소  부가질량 재항의 모

든 경우 상 계수가 하한 리치를 벗어나 손상을 경

보하 다. 온도 향 보정 후, 긴장력 감소는 여 히 

손상이 경보되어 경보된 손상이 온도에 의한 것이 아

닌 긴장력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부가질량 재하의 경우 온도 보정 후에 손상이 경보되

지 않았다. 이로부터 온도 보정 에 경보된 손상은 

온도에 의한 것으로 정되었다. 실제, 임피던스 기법

이 sensing 범 가 제한 이기 때문에 PZT 센서로

부터 멀리 떨어진 손상(콘크리트의 부가질량 재하)을 

경보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다.

이처럼 PSC 거더 교량에서 온도와 같은 불확실성 요인에 

한 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경우, 손상 모니터링의 정확

도의 향상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

후, PSC 거더 교량의 손상 치나 크기와 같은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데 온도와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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