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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한 선형 시스템의 변형률 예측

Estimation of Strain at Elastic System Using Accelerat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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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ediction of the dynamic strain response using acceleration response 
only. Two methods are proposed for the strain prediction; one is based on beam theory and the oth-
er is calculated by th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between acceleration and strain. First, it is esti-
mated the dynamics of the simple notched beam, including the non-linearity, through the uni-axial 
vibration testing. Then, the dynamic strain response is predicted under two different methods using 
acceleration response. The validation of proposed methods is conducted by the comparison between 
measured strain and predicted values. The comparison reveals that the proposed method based on the 
FRF between acceleration and strain is more reliable one than that stemmed from beam theory and 
the maximum relative error is less than 8 %.

* 
1. 서  론

기계시스템에서의 변형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가진 요소에 대한 응답 물리량 중 하나로써 국소 

부위에서의 피로도를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이다. 진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가속도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나 시스템의 식별, 동적 거동을 이해

한 다음 내구성이나 기타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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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진

동 환경에서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변형률 정보

를 얻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 기계시스

템에서 일정 주파수 내에 측정된 가속도를 이용하

여 미 측정된 주파수 영역에서 변형률 주파수 응답 

함수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1~5). 
스트레인 게이지(stain gauge)는 비교적 값이 싸

고 시스템의 계측에 질량변화를 초래하지 않기 때

문에 변형률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다. 그러나 스트레인 게이지는 접착이 용이하지 않

으면서 재사용이 불가하고, 시스템의 감쇄를 증가시

키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가속도 센서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부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착 조건에 따른 신호의 민감도가 매

우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속도 데이터

는 물리적으로 특정 위치에서의 변형률로 직접 변

환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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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한 직접적

인 계측을 대신해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

스템의 변형률을 예측하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하

였다. 보 이론(beam theory)을 활용한 방법 및 주

파수 응답함수의 선형성에 기반한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2가지 방법간의 비교를 위해 간단한 

시편에 대해 단축진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후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2가지 제안 방

법들에 대해 각각의 예측 변형률을 도출하였으며, 
직접 측정된 변형률 값과 비교를 통해 제안 방법

들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보 이론에 기반한 예측법
구조적 기계시스템에서 단면적이 일정한 단순 보

에 외력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변형률은 식 (1)
과 같다. 보 구조에서는 힘의 의해 모멘트가 발생하

게 되고, 결국 보에 휨 형태가 진행이 된다. 휨에 

정도에 따라서 각 부분의 곡률 반경이 결정이 되며,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그 부분의 변형이 커진다. 따

라서 외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변수가 작용했을 때 

변위가 발생하고 각 부분의 변위를 측정하여 곡률 

반경을 계산하면 원하는 부분의 변형률을 알 수 있

다. 이것을 기계시스템이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

드 형상을 이용하여 곡률반경을 계산하면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6,7). 

L
c δ
ρ

ε ==
2

(1)

여기서, ε 는 변형률, ρ 는 평균 곡률 반경, c는 보의 

두께, δ 는 보의 길이 변위, L은 보의 전체 길이이다. 
만약, 두께가 h인 얇은 보가 있다고 가정하면 변형률

은 보의 두께와 길이 변화량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며, 관련된 식은 아래 식 (2)와 같다(6~8). 

2

2

dx
dh δε = (2)

여기서, x는 보의 길이에 직각 방향의 길이 변수가 

된다. 식 (2)를 통해 대상물이 넓이가 얇은 보인 경

우, 보의 두께인 h가 상수 값이기 때문에 변형률은 

길이 변위 δ 의 이중미분 형태인 가속도에 대한 함

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가속도와 변형률의 관계를 식 (3)과 같이 가속도와 

응력 간의 선형관계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서로 

다른 3지점의 가속도를 측정한 후, 양 끝단의 2개 

지점에서 측정되는 가속도로 평균 가속도 직선을 

형성한 뒤에 평균 가속도 직선에서 가운데 지점과 

가속도 차이를 통해 원하는 지점의 정확한 가속도 

데이터를 얻어냄으로써 대상 지점의 변형률을 획득

할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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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
iH 은 i절점에서의 변형률 주파수 응답함

수, a
iH 는 i절점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 jil 는 i절점과 j절점 사이의 거리이다. 또한 iη 는 

비례상수 값이다. 
 
2.2 주파수 응답함수의 선형성 기반 예측법
일반적으로 기계시스템은 선형성이 보장되지 못

하는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동 분야

에서 응답 특성을 예측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지

만 불확실한 비선형 특성이 변형률의 물리량을 예

측하는데 큰 오차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에서 선형 특성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선형 시스템의 경우 응답 신호간에도 선형성이 성

립되며, 이에 따라 변형률 및 가속도 응답 사이에 

하나의 주파수 응답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 시스템

이 외부 가진력에 의해 응답할 때 i절점에서의 가

속도와 j절점에서의 변형률이 나타나는 경우 아래 

식 (5)와 같이 가속도와 변형률 사이에 주파수 응답 

함수(
εa

ijH )를 정의할 수 있다.

a
i

ja
ij H

H
H

ε
ε = (5)

임의의 가진 조건에서 측정된 i절점의 가속도 데

이터와 식 (5)를 활용하여 j절점에서의 변형률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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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대상 시스템이 선형 특성

을 가지면 어떤 외력 조건에서도 가속도와 변형률

의 관계식을 활용하여 특정 부위의 변형률을 예측

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 시스템이 비선형 특성을 

가질 경우 비선형 성분은 예측 결과에 대한 주요한 

오차 원인이 될 수 있다.

3. 노치가 있는 단순 보의 가진 시험

3.1 시험 장치의 구성
시험장치의 구성은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노치가 있는 단순 보를 한쪽 끝에 고정대와 함께 가

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0 지점에 가진기를 제어하

기 위한 가속도 센서가 있다. 단순 보에 가해지는 6
지점의 가속도와 3지점의 변형률을 5000 Hz의 샘플

링 주파수로 측정하였으며, DAQ장비는 n-Code社의 

e-DAQ 장비를 활용하였다. 또한 가진 시편을 가진

기와 연결시키는 스팅거(stinger) 부근에 로드셀(force 
transducer)을 부착하여 하중 데이터를 계측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HBM社의 K-XY33-3/350 제품을 

(a) Acceleration(upper view)

(b) Strain-gauge(lower view)

(c) Dimension of a simple notched specimen

Fig. 1 Positions of the accelerometer and stain gauge  
on the specimen

활용하였으며, 단축 가속도계는 PCB社의 352C22 제

품을 사용하였다. 

3.2 단축 진동 시험을 활용한 응답 측정
노치가 있는 단순 보를 활용하여 상하 방향으로

가진하는 단축 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진 요소는 

조화함수 형태와 불규칙 형태의 2가지 조건을 선정

하였다. 조화함수의 경우, 서로 다른 크기의 가속도

(0.50 g, 0.75 g, 1.00 g, 1.25 g, 1.50 g)를 20 Hz에서 

2500 Hz까지 주파수 범위에서 분당 0.5 oct의 증감

률로 변화시켰다. 불규칙 함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가속도 크기와 주파수 범위에서 함수의 형태만 변

경하여 진동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3 및 Fig. 4는 

조화함수와 불규칙 함수에 대해 노치 부분(#3)에서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를 각각 도시한 것이며, 600
Hz~650 Hz 사이에서 1차 공진점이 있으며 1870 Hz 
근방에서 2차 공진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부분에서 국부 변형

률을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Fig. 5는 가진 부위 및 

시편고정 지그에 근접한 부분(#7) 부분에서 측정한 

변형률을 보여주며 유사한 주파수 범위에서 공진 

성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7 부분의 변

형률을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정 지그 부근이

기 때문에 응력 집중에 의한 취약 부위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Inertance와 SFRF는 하중 

입력에 따라 발생한 가속도 및 변형률의 주파수 응

답함수를 각각 나타낸다(9). 
반면, 주파수 응답함수를 활용하여 측정된 가속도 

#0

Force transducer

Fig. 2 Configuration of uni-axial vibration te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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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ertance at point 3 under sine swept ex-
citation

Fig. 4 Inertance at point 3 under random excitation

Fig. 5 Strain FRF at # 7 under sine swept excitation

데이터로부터 변형률을 직접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가속도와 변형률 간의 주파수 관계인 식 (5)의 데이

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0.5(g) 가진 조건으로 가진

한 가진 시험에서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와 변형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파수 응답함수를 획득하였다. 
Fig. 6은 #3 지점에서의 가속도와 #7 부분에서의 변

형률을 활용하여 계산된 주파수 응답함수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이 주파수 응답함수의 피크점은 시

Fig. 6 FRF between acceleration at #3 and strain at 
#7 under sine swept excitation

스템의 공진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응답함수는 Inertance, SFRF와 달리 가

진 요소의 특성을 배제하고 응답 신호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정의되었기 때문에 공진점의 차이가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가진 시스템의 비선형성 분석
주파수 응답함수는 기본적으로 선형 시스템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시험 대상에 대한 선형 특성을 확

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비선형 특성은 조화

함수 가진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

에 1.0 g 크기의 조화함수 가진 시험을 통해 획득된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 시편의 비선형성 분

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조화함수의 가진 주파수를 

100 Hz에서 2500 Hz로 증가시키면서 측정한 가속

도 응답 데이터와 2500 Hz에서 100 Hz로 주파수를 

줄이면서 측정한 응답 데이터를 Fig. 7에 도시하였

다. Fig. 7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주파수가 증가하

는 조건 및 주파수가 감소하는 조건의 주파수 응답 

함수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대부분 일치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공진점에 대해 서로 다

른 가진 크기로 가진하여 측정된 응답의 결과는 

Fig. 8과 같이 최대 피크 점이 미소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형 시스템의 경우 가진 크기에 

무관하게 동일한 공진점이 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미소의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의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선형 스케일의 

경우 공진점에서 벗어난 주파 대역에서의 응답이 

작아 2개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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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ertance at point 3 in increase and decrease 
sine swept excitation

Fig. 8 Inertance at point 3 in sine swept excitation

4. 가속도를 활용한 변형률 예측

이 논문에서 제안된 가속도 기반의 변형률 측정 

관련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변형률을 예측하였다. 
먼저, 보 이론에 기반한 가속도 예측방법을 적용하

기 위해 단축 가진 시험기로부터 측정된 가속도 데

이터의 Inertance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 (2)로부터 

SFRF를 예측하였다. 이 예측 과정에서 비례상수 값

은 0.1(η =0.1)을 활용하였다. 반면, 주파수 응답함

수를 활용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가속도 응

답과 변형률 사이의 주파수 관계를 사전에 식별해 

놓은 Fig. 6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형률을 예측하

였다. Fig. 9는 #7 부분의 변형률에 대해 측정 및 

제안된 2가지 방법들에 의해 예측된 값들을 동시에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제안방법 I은 보 이론을 이

용한 방법이며, 제안방법 II는 주파수 응답함수를 활

용한 방법이다. 또한 측정된 변형률 값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측정된 값을 나타낸다. 

Fig. 9 Calculated SFRF and measured one at # 1(1.0 g)

Table 1 Relative error between measured SFRF and 
predicted ones(unit : %)

Mode I(Hz) 620 625 630 635 640
Method I 1.0 2.9 13.7 17.6 21.4
Method II 5.3 5.3 7.2 5.2 6.0

Mode II(Hz) 1865 1870 1875 1880 1885
Method I 17.8 18.4 10.3 12.2 9.2
Method II 0.9 6.9 5.8 3.4 0.3

Table 1은 측정된 변형률 값과 예측된 값들을 공진

점 부근에서 상대오차로 비교한 것이다. 상대오차를 

통해 제안된 주파수 응답함수로부터 계산된 변형률

의 정확도가 보 이론에 기반하여 도출된 값보다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파수 응답 기반의 계산 방법의 경우 기본적으

로 시스템이 선형성이 보장된다는 가정 아래 전개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Fig. 8의 비선형 특성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경우 Fig. 7의 선형 특성을 고려할 때 

비선형이 미소하게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예측된 변형률이 대부분 8 % 
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지는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1의 비교 대상이 #7 부위의 변형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나, #7과 관련된 SFRF 
특성이 응답 가속도에 대한 변형률의 비라는 점에

서 변형률의 비교 평가 자료로 적합하다. 

5. 결  론

이 연구는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내구 특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국부 변형률을 예

측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로 다른 3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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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한 보 이론 기반의 예측 

방법 I과 가속도와 변형률 사이의 주파수 응답함수

를 활용한 예측방법 II을 각각 제안하였다. 먼저, 노

치가 있는 단순한 시편에 대해 정현파 가진 시험을 

수행하여 시편의 미소 비선형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2가지 제안 방법들의 비교 평가를 위해 노치

가 존재하는 간단한 보를 시편으로 활용하여 불규

칙 형태의 단축 가진 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동 시험

을 통해 얻어진 시편의 응답 데이트를 활용하여 #7 
부분의 변형률을 계산한 결과, 주파수 응답함수를 

활용한 방법이 보 이론에 근간을 둔 방법에 비해 

실제 값에 근사한 8 % 이내의 상대오차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속도와 변형률 사이의 주

파수 응답함수 기반의 예측방법이 미소의 비선형이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효하며, 가속도를 활

용한 간접적인 변형률의 평가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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