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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EM sensing based prestressing force estimation method is proposed, in which it can estimate tensile force of PS 

tendon for PSC girder. The PSC girder has more improved performance than the general concrete girder by introducing the 

prestressing to the concrete. Thus the PSC girder bridge is widely constructed due to its high performance and low cost. However, 

the prestressing force has not been managed nevertheless it is major factor for the maintenance of the PSC girder bridge. The 

prestressing force was just measured during construction using jacking device and after that, it can not be manag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proposes a tensile force estimation method of PS tendon based on EM sensor. The permeability of ferroelectric material is 

changed according to the induced stress to the material, in which it can be measured using EM sensor. To measure the permeability 

of PS tendon, the EM sensor was fabricated and verified by performing the MTS test. The test was performed using 7-wire steel 

tendon under the 0, 40, 80, 120, 160, 200 KN of tensile force. The permeability of PS tendon was gradually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ment of tensile force. The regression method was used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permeability and stress. As a result, the 

permeability has linear relation with the tensile force of PS tendon and the pre-stressing force can be estimated by the derived 

estimat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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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36년 처음 도입된 PSC(prestressed concrete) 거더

는 콘크리트 거더에 기 응력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콘크리

트 거더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며 보다 비용의 거더 설계가 

가능해짐으로써 재까지 많은 교량에 사용되고 있는 거더이

다(Rens et al., 1997). 그러나 1985년의 Ynys-y- Gwas 

Bridge, 1992년의 Malle Bridge의 작스런 붕괴 이후 

PSC 교량에 한 반 인 검사가 이루어졌다(Weiher and 

Zilch, 2006). 검사 결과에 따르면 PSC 교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물과 염소이온의 침투로 인해 내부 텐던의 부식이 발생

하여 기 응력이 하되어 PSC 거더의 성능이 하됨이 발

견되었다(Youn and Kim, 2006). 따라서 PSC 거더 내부 

텐던의 긴장력 리가 거더 성능 리에 있어 매우 요한 

항목이나 재는 시공 시 설계 긴장력의 도입 여부만을 검증

한 후 공용 시에는 그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PS(prestressing) 텐던의 장력을 추정하기 해서 많은 

비 괴 검사 방법이 연구되었다. 진동 기반의 장력추정기법

은 1980년  이후부터 수평 이블 장력측정연구를 시작하

여 2000년 에 Russel과 Lardner(1998)의 실험을 통하여 

이블의 장력을 산정하는 운동방정식을 완성하여 재까지 

사용하고 있다(Kim et al.,2008). 자기 기반의 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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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B-H curve for a ferromagnetic material

기술은 Wang 등(2005)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써 장력에 따

라 강재 이블의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이 변화

하는 물리  특성을 이용하여 이블의 장력을 측정한다. 

한 Chen과 Wissawapaisal(2001), Washer 등(2002)은 

음 의 평균값을 통한 장력 추정 기법에 한 연구를 진행

하 으며 Kim 등(2009)은 정착 의 임피던스를 이용한 긴

장력 추정 기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Kim 등(2012)

은 텐던 내부에 FBG 센서를 매립하여 PS 텐던의 장력을 추

정하는 기법을 제안하는 등 많은 기법으로 PS 텐던의 긴장

력을 계측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 기법의 경우 

노출된 PS 텐던의 긴장력 계측기법으로써 이는 실제 장에

서 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긴장력 계측 센서를 PSC 거더 내부로 매

립하여 장 용성을 향상시키기 한 기법을 개발하기 

해 기존 기법  PSC 거더 내부로 매립이 가능하고 비교  

높은 내구성을 가진 EM(elasto-magnetic) 센서를 이용한 

긴장력 계측 기법을 활용하여 장 용성이 높은 긴장력 계

측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한 기 연구로써 PSC 

거더 내부로 매립하기 한 EM 센서 설계  장력에 따른 

센서 출력 특성 분석을 통해 EM 센서를 활용한 PSC 텐던 

긴장력 손실 리 기법에 해 연구하 다.

2. EM센서를 활용한 PS 텐던 긴장력 추정 기법

본 장에서는 PS 텐던의 긴장력을 추정하기 해 용된 

EM(elasto-magnetic) 센서에 한 이론  이를 통해 PS 

텐던의 긴장력을 추정하는 기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1 탄성-자기효과에 의한 긴장력 계측

탄성-자기(elasto-magnetic) 효과는 자기력과 응력의 상

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기장이 강자성체에 작용할 때 

강자성체의 자기구역(magnetic domain)은 기 자화 방향

에서 가해진 자기장의 방향으로 회 하며 이때 자기구역의 

크기와 방향이 변화한다. 이때 발생하는 자기변형에 의한 응

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Jiles, 1991).

  


∙




(1)

여기서, 는 응력(mechanical stress), 는 자기편극

(magnetic polaruzation) 값이며 는 포화자기변형

(saturation magnetostriction)을, 은 강자성체의 투자율

(permeability)을 나타내며 는 진공의 투자율을 나타낸다.

강자성체의 자화는 일반 으로 FIg. 1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도()의 계로 나타내며 이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 된다.

 

 (2)

여기서, 

는 자기 투자율 텐서를 나타낸다(Kurokawa et 

al., 2001). 만약 강자성체가 균질하고 등방성을 가지고 있

다면 자기 투자율은 스칼라 값을 가지게 된다.

EM 센서는 기술  자기 포화상태에서 발생하는 강자성체

의 탄성-자기 특성 변화를 통해 강자성체에 도입된 응력을 추

정한다(Wang and Chen, 2000). EM 센서는 강자성체를 

자화시키기 한 1차 코일(primary coil)과 가해진 자기장과 

비투자율에 따라 변화하는 자속 도를 계측하기 한 2차 코

일(secondary coil)로 구성된다. 자기장이 강자성체를 기술

으로 포화시킨다고 가정하면 비투자율(relative permea-

bility)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Wang et al., 

2001).

  

 









 (3)

여기서, 는 온도, 는 2차 코일의 단면 , 는 강자

성체의 단면 을 나타내며 은 강자성체가 있을 때 발생

한 압을 분한 값이며 는 강자성체가 없을 때 발생한 

압의 분 값이다.  식에 따라 EM 센서를 통해 PS 텐

던의 비투자율  자속 도 변화를 계측함으로써 강자성체인 

PS 텐던에 가해지는 긴장력 값을 추정할 수 있다.

2.2 PS 텐던 긴장력 계측용 EM 센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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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Setting

Fig. 4 Instruments for measurement of EM sensor

국내에 주로 시공되고 있는 부착형 텐던을 가지는 PSC의 

경우 PS 텐던이 PSC 내부에 치하고 시공 완료 후 그라우

 처리됨으로 인해 시공 후 유지 리 방안이 없는 상태이

다. 이에 본 연구는 PSC 내부에 매립이 가능한 EM 센서를 

제작하여 PSC 거더 내부에서 PS 텐던의 긴장력을 상시 계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EM 센서를 제작하고 

제작된 EM 센서의 성능을 검증하 다.

성능 검증을 해 제작된 EM 센서는 Fig, 2와 같이 

PVC 재질의 보빈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1차 코일은 직경 

1.2mm의 코일을 이용하여 300×150mm의 PVC 보빈에 

287회 권선되었다. 2차 코일은 직경 0.3mm의 코일을 이용

하여 제작되었으며 300×100mm의 PVC 보빈에 102회 권

선되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각각 200mm, 20mm의 

폭으로 권선되었으며 2차 코일이 권선된 보빈을 1차 코일이 

권선된 보빈의 가운데에 사각 블록을 이용하여 고정시켜 EM 

센서를 제작하 다.

   

Fig. 2 EM sensor for PS tendon

Spec Primary Coil Secondary Coil

Diameter(mm) 150 100

No. of turns 287 102

Resistance(Ω) 9.82 11.92

Table 1 Spec of EM sensor

3. EM 센서를 이용한 PS 텐던 긴장력 계측 기법 검증

3.1 검증 실험 세

EM 센서를 이용하여 PS 텐던의 긴장력에 따른 자기이력

변화를 악하기 해 MTS를 이용한 단일 텐던 실험을 실

시하 다. 사용된 텐던은 Relaxation 2종(Low) 7연선 

15.2(mm) 138.70(KSD-7002)이며 MTS의 하 재하를 

통해 각각 0, 40, 80, 120, 160, 200KN의 인장력을 도입

한 후 EM 센서를 이용하여 자기이력곡선(B-H Loop)을 2

개의 시편을 이용하여 계측을 실시하 다. 실험 시 온도에 

따른 계측 값의 오차를 방지하기 해 실험실의 온도를 20℃

로 유지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EM 센서를 이용하여 PS 텐던의 자기이력곡선을 계측하

기 하여 DAQ(NI PXI-6251, BNC-2120), DC Power 

Amplifier  Integrator를 사용하 으며 Labview 2013 

기반의 계측 로그램을 사용하 다. 입력 압의 주 수는 

0.02 HZ, 압은 ±3V인 삼각 를 사용하여 1차 코일에 자

기장을 형성하 다.

3.2 검증실험 결과

Fig. 5와 6에 시편 1번과 2번의 자기이력곡선 계측 결과

를 나타내었다. 두 시편 모두 긴장력이 증가됨에 따라 PS 텐

던에서 계측되는 자속 도가 어 들었으며, 이에 따라 자

기이력곡선의 기울기인 비투자율이 어드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는 사용된 PS 텐던의 자화경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M 센서를 이용한 자기이력곡선 계측을 통해 PS 텐던

의 긴장력을 추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력곡선의 



EM센서를 활용한 PSC 텐던 긴장력 손실 리

372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8권 제4호(2015.8)

(a) B-H Loop of Sample 1

(b) Signal change of B-H Loop of Sample 1

Fig. 5 Result of sample 1

(a) B-H Loop of Sample 2

(b) Signal change of B-H Loop of Sample 2

Fig. 6 Result of sample 2

(a) Sample 1 data

(b) Sample 2 data

Fig. 7 Permeability variation according to the tensile 

force

Fig. 8 Permeability-tension regression result

기울기인 비투자율을 추출하여 긴장력을 추정하 다.

Fig. 7에 각 시편의 긴장력에 따른 비투자율 변화를 나타

내었다. 긴장력 단계에 따라 비투자율은 확실히 어드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계측에 의한 일부 오차가 발생하긴 하나 

40KN의 긴장력 단계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임계

(threshold)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M 센서를 이용해 계측한 비투자율과 긴장력과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회귀분석기법을 용하여 비투자율과 긴장

력의 계를 수식화하 다.

  (4)

본 연구에서 계측한 결과에 따르면 Fig. 8과 같이 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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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긴장력은 선형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0.9816). 본 연구에서 도출된 비투자율-긴장력 추정 

식을 이용하여 PS 텐던의 긴장력을 EM 센서 계측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공 , 그리고 공용 의 

PSC 거더의 긴장력 리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M 센서를 이용한 PS 텐던의 긴장력 추

정 기법을 제안하 다. EM 센서는 응력에 의해 강자성체의 

자기이력이 변화하는 탄성-자기(Elasto-magnetic) 이론을 

이용하여 강자성체에 작용되는 응력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블 교량의 장력을 계측하는 EM 센서를 

PS 텐던 긴장력 계측기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한 기 연

구를 실시하 다.

PS 텐던의 긴장력을 계측하기 하여 PSC 거더 내부로 

매립이 가능한 EM 센서를 제작하 으며 제작된 센서의 성능

검증을 실시하 다. 기  긴장력을 확인할 수 있는 MTS를 

이용하여 상용화된 PS 텐던에 0, 40, 80, 120, 160, 

200KN의 긴장력을 도입하면서 EM 센서를 이용하여 각 긴

장력 단계의 자기이력곡선을 계측하 다.

긴장력 단계에 따른 자기이력곡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긴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이력곡선의 기울기인 비투자율

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추출

하여 각 긴장력과의 계를 규명한 결과 비투자율과 긴장력

은 선형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도출된 비투자율-긴장력 계식을 이용하여 PS 텐던

의 긴장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PSC 거더의 

긴장력 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PSC 거더 내부에 EM 센서를 매립하여 실시간 긴장력을 계

측할 수 있는 기법으로의 발 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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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PSC 거더의 Prestress를 리하기 하여 EM 센서를 활용한 PSC 텐던 긴장력 손실 리 기법을 소개한

다. PSC 거더는 콘크리트 거더에 Prestress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거더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며 보다 비용의 거

더 설계가 가능해 짐으로 재 많은 교량에 사용되고 있는 거더이다. 그러나 PS 텐던의 긴장력 리는 거더 성능 리에 있

어 매우 요한 항목이나 재는 시공시 설계 긴장력의 도입 여부만을 검증한 후 공용시에는 그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자성 재료가 인장력에 따라 비투자율이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EM 센서를 이용해 PS 텐

던의 투자율을 계측하여 PS 텐던의 긴장력을 계측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PSC 거더 내부에서 PS 텐던의 투자율을 계측하

기 하여 EM 센서 시작품을 제작하 으며 MTS 실험을 통해 PS 텐던으로 주로 사용되는 7연선 1가닥의 0, 40, 80, 120, 

160, 200kN의 긴장력에 따른 투자율 변화를 계측하 다. 계측 결과 각 긴장력 단계마다 EM 센서를 통해 계측된 B-H Loop

가 정량 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계측된 투자율과 긴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 투자율과 긴장력은 선형 계를 나

타내었다. 이를 활용하여 EM 센서를 이용하여 PS 텐던의 긴장력 리가 가능함을 검증하 다.

핵심용어 : EM 센서, 비투자율 계측, PS 텐던 긴장력 추정, PSC 거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