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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displacement estimation algorithm, which is not requiring an absolute reference point unlike the conventional 
displacement measurement method, is developed using the geophone. To estimate displacement of the bridge, measured velocity time 
signal is integrated in the frequency domain. And, the estimated displacement is compared with the measured result using a conventional 
method. Based on the dynamic field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estimated displacement by the present algorithm is similar to that of 
a conventional method. The displacement estimation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measure the 
displacement of a structure, which is difficult to install a displacement transducer at the fixe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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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교량구조물에 대해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거의 필수적으로 상부구조의 

변위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안전성 및 내하

력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위는 변위변환기(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또는 다이알 게이지(dial gage)
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고정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다리밑 공간이 높거나 기존 도로, 철도, 하천 또는 해안

상에 가설된 교량의 경우, 고정점 설치에 과다한 비용

이 소요되거나, 고정점 확보가 어려워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성 또는 내하력 평가시 중

요한 항목인 변위 측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

서, 고정점을 사용하지 않고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

술은 오랫동안 실무에서 필요로 해 왔던 기술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영상처리

기법1,2), 레이져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3)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원거리

서 촬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며, 고
정점이 이동하중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 등으로 인

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이 고가

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가속도 또는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적

분하여 변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에서는 

적분시 발생하는 수치안정성(numerical stability)의 문제

로 인해 시작과 끝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추정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영역에서 응답변환기법을 적용하여 변위를 추정

하는 연구7)가 수행되었으나, 측정 초기시간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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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다수의 반복계산 및 여러 단계의 분석과정이 필요

하였다. 한편, 가속도신호만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 변형률신호

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8)도 수행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기술적 상황을 고

려하여 새로이 개발된 것으로서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량의 변위를 측정할 때, 고정점

이 반드시 요구되는 변위계 기반의 측정방식이 아닌 

속도계(geophone)로 측정된 속도신호를 이용하여 교량

의 변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가속도신호를 이용한 변위 추정 연구는 기본적으로 

2회의 적분과정이 필요한데, 적분에 따른 오차가 누적

되는 문제가 있지만 속도신호를 이용하면 적분오차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변위 측정을 위해 기존 변위

계가 아닌 속도계를 이용하면 교량의 다리밑 공간의 

여건에 무관하게 센서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센

서 설치를 위한 별도의 작업대 또는 고소작업차가 불

필요하여 비용 및 시간이 대폭 절감되고, 작업자의 안

전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교량의 변위는 속도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적분하

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변위계에 의한 측

정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2. 속도를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기준점이 필요 없는 속도계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적분하여 변

Fig. 1. Displacement estimation signal processing using velocity 
time history.

위를 추정한다. 속도신호를 적분하여 변위를 구하는 

과정은 Fig. 1과 같다. 즉, 먼저 시간영역에서 속도신호

를 측정하고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을 실시

하여 측정된 속도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신호는 미리 작성된 주파수 보정곡선을 이용하

여 보정한 후, 주파수 영역에서 1회 적분9)하여 변위스

펙트럼을 구하고, 이를 다시 역 FFT 분석하면 원하는 

변위이력곡선을 구할 수 있다.

2.1 속도신호의 보정

속도계는, 진동을 지반의 입자속도에 비례하는 볼트

(voltages)로 변환하여 지반진동을 측정한다. 그동안 속

도계는 지진 및 발파진동 등의 측정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가속도계와 달리 속도계의 응답은 주파

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모든 속도계는 반드시 주파수 보정이 필요하다
10). 속도계를 이용하여 신호를 측정할 때, 속도신호는 

저주파 영역에서 응답이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으므

로, 속도신호를 측정하여 변위를 구하기 전에 우선적

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속도신호에 대한 보정이다.
속도계에 대한 주파수 보정을 위해 실내실험이 필요

하며, 속도계의 응답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

속도계가 사용된다. 가속도계는 2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응답특성이 일정하다. 가진기를 이용하여 0.
1～200Hz의 범위내에서 주파수를 선형적으로 증가시

켜가며 조화 정현신호(harmonic sinusoidal signal)를 발

생시키고, 이를 속도계 및 가속도계로 측정한다.
실내실험을 통해 동적 신호분석기에 의해 주파수별 

주파수 응답()이 측정되는데, 은 가속도 

출력값에 대한 속도 출력값의 비이다. 한편, 주파수별 

가속도 에 대한 속도 의 비는 Eq. 1과 같이 

정의된다. 또한, 속도와 가속도는 Eq. 2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


(E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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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속도계 출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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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1과 Eq. 2에 의해 속도계의 주파수별 보정계수

는 Eq. 3과 같이 정의된다.

  ·  ·  (Eq. 3)

Eq. 3에 의해 속도계의 진폭 및 위상각은 각각 Eq. 4 
및 Eq. 5와 같이 표현된다. 실험을 통해 도출한 보정곡

선을 Fig. 2에 나타내었다.

  ·  ·  (Eq. 4)

  
 (Eq. 5)

2.2 동적 변위 환산

속도신호를 적분하여 변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

상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교량에 진입하기 직전 상태에서 측정점의 변위를 알아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시간대

에서의 구조물의 변위를 0이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하

(a) Amplitude response

(b) Phase angle response

Fig. 2. Response correction curve in frequency domain.

였다. 즉, 적분상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위

에 대한 초기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초기조건을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 시간대의 변위에 대한 조건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초기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시

간 영역 자료의 주파수 영역으로의 변환 과정으로 구

현될 수 있다. Eq. 6은 주파수 영역 신호를 시간 영역

으로 역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식인데, 이를 행렬 

형태로 풀어 쓰면 Eq. 7과 같이 된다.
그런데 변위에 대한 초기조건을 적용하면 차량통과 

전후 측정점에서의 모든 변위가 0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차량이 진입할 때의 데이터 번호를 , 통과시 데이

터 번호를 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일 때, 
Eq. 9와 Eq. 10의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 

조건을 Eq. 8에 적용하여 방정식을 풀면, 진동 시작 전

과 종료 이후의 시간 영역의 변위가 0이 되도록 하는 

주파수 영역 자료인 모든  (  ⋯) 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Eq. 6)

상기 식에서 는 시간에 따른 변위를 나타내고, 
는 주파수 변환된 신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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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8)

    ⋯    (Eq. 9)

    ⋯    (Eq. 10)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모든 를 구한다는 것은 

적분상수인 , 그리고 주파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속

도계의 반응이 미미한 저주파 구간, 측정시간이 짧아

서 분해능이 좋지 않은 저주파 구간 등에 대한 합리적

인 값을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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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검증실험

속도를 이용한 변위 추정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강합성 박스거더교를 대상으로 동적 현장재

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대상교량은 부산지하철 4호
선에 위치한 고가교이며, 교량에 관한 일반현황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3은 실험대상교량

의 전경이다.

Table 1. Outline of the test bridge

Type of superstructure Length Width Skew

3 span continuous steel 
composite box girder 3@40=120.0m 7.950m 90° (square)

Fig. 3. Overall view of the test bridge.

실험대상교량에 대한 속도 및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앙경간 및 측경간 중앙부

에 각각 속도계 및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속도계는 박

스거더 내부에 설치하였으며, 변위계는 다리밑 공간의 

여건을 고려하여 링 타입을 적용하였다. 속도계 및 변

위계 설치 현황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동적 현장재하

실험은 6량 편성의 고무차륜형 경전철 차량이 상행선

(안평역→미남역)을 주행하는 경우에 대해 실시하였으

며, 주행속도 및 주행방향은 Table 2와 같다. 응답 측정

(a) Longitudinal profile

(b) Section A-A

(c) Section B-B

Fig. 4. Location of measuring sensors.

(a) Geophone

(b) Displacement transducer

Fig. 5. Installation status of measuring sensors.

Table 2. Running direction and speed of test vehicle

Running direction Running speed (km/h)

Minam sta. → Anpyung sta. (reverse) 30, 40, 45, 50, 60, 70

Anpyung sta. → Minam sta. (forward)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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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적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였으며, 속도와 변위에 

대한 획득속도(sampling rate)는 각각 100Hz와 2,000Hz
이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동적 현장재하실험을 통해 얻어진 측정결과 중 속도 

및 변위시간이력곡선의 일례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속도시간이력에 대해 Fig. 1과 같은 일련의 신

호처리, 즉, 속도신호에 대한 FFT 분석, 주파수 대역별 

응답 보정, 주파수영역에서의 적분, 그리고 역 FFT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속도신호로부터 

얻어진 변위를 실제 변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변위시

간이력곡선과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은 

재하차량이 45km/h의 속도로 미남역에서 안평역 방향

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Fig. 7에 나타낸 두 변위시간이력을 살펴보면 시간

대의 차이는 있지만 형태 및 경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속도와 변

(a) Velocity

(b) Displacement

Fig. 6. Measured time histories at section A-A.

Fig. 7. Comparison of estimated and measured displacement 
time histories at section A-A.

위를 서로 다른 데이터 로거로 측정하여 데이터 획득 

시작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지연이 발생한 것이므

로 큰 의미는 없다. 속도신호로부터 추정된 변위시간

이력곡선의 후반부에서 응답이 약간 과대평가되며, 재
하차량이 교량을 통과한 후 발생하는 자유진동상태에

서 실측변위시간이력곡선과 달리 약 0.5Hz의 진동성분

이 나타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다소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
타 다른 주행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도 Fig. 7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3. Comparison of estimated and measured maximum 

displacement

Items

Section A-A Section B-B

Max. displ. (mm)
% of 

deviation

Max. displ. (mm)
% of 

deviationMeasured
(Dis1)

Estimated
(Geo1)

Measured
(Dis2)

Estimated
(Geo2)

Minam
→

Anpyung
(reverse)

30
km/h 3.05 2.76 9.5 3.86 3.94 2.1

40
km/h 3.03 3.03 0.0 3.82 3.43 10.2

45
km/h 3.05 2.96 3.0 3.87 4.02 3.9

50
km/h 3.04 3.29 8.2 3.88 3.63 6.4

60
km/h 3.04 2.61 14.1 3.83 3.90 1.8

70
km/h 3.05 2.43 20.3 3.84 3.39 11.7

Anpyung
→

Minam
(forward)

40
km/h 3.03 3.22 6.3 3.86 3.83 0.8

60
km/h 3.05 3.21 5.2 3.85 4.11 6.8

Average 3.04 2.94 3.4 3.85 3.78 1.8

Standard 
deviation 0.009 0.313 - 0.020 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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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 A-A

(b) Section B-B

Fig. 8. Comparison of estimated and measured maximum 

displacement.

모든 주행조건에 대해 속도신호로부터 추정된 최대 

변위와 변위계로 측정된 최대 변위를 Table 3 및 Fig. 8
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낸 편차율은 

측정 최대 변위에 대한 추정 최대 변위의 편차를 의미

한다.
Table 3에 의하면 측정된 최대 변위의 표준편차는 

최대 0.02mm 이하로서 매우 작은 반면, 추정된 최대 

변위의 표준편차는 약 0.3mm 내외로 다소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량 위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동적 효과(충격계수)도 커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11,12), Table 3에 나타낸 측정 변위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애서

는 링 타입 변위계로 측정된 변위의 적정성을 검토하

기 위해 변위와 동시에 측정된 변형률 데이터를 추가

적으로 분석하였다. 주행차량의 속도별로 측정된 변형

률을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르면 변형률도 

변위와 동일하게 주행속도에 따른 변동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측정단면별로 최대치에 대한 최소

치의 편차율을 계산하면 변위의 경우 최대 1.5%이며, 

Table 4. Measured maximum strain

Items
Maximum strain (×10-6)

Section A-A Section B-B

Minam→
Anpyung
(reverse)

30km/h 39.3 48.3

40km/h 39.5 47.8

45km/h 39.6 48.1

50km/h 39.2 48.3

60km/h 39.2 47.6

70km/h 39.7 48.3

Average 39.4 48.1

Standard deviation 0.214 0.301

변형률의 경우 1.4%로서 차이가 없다. 차량의 속도에 

따른 응답 변동이 미미한 이유는 충격 유발 요인이 적

은 고무차륜형 경전철 차량이 매끈한 주행면을 이동하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링 타입 변위계

로 측정된 최대 변위는 구조물의 실제 변위를 반영한

다고 간주할 수 있다.
측정 변위에 대한 추정 변위의 편차율은 최대 약 

20%까지 발생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7%이며, 총 8번
에 걸쳐 실험한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 편차율은 약 

2～3% 내외로서 추정 변위가 측정 변위(실제 변위와 

매우 유사한 변위)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낸다. 속도시

간이력을 측정하고, 이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

즘에 의해 분석하여 얻어진 추정 변위 자체에는 다소

의 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실험을 통

해 실용상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정밀도를 향

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속도신

호를 이용한 변위 추정 알고리즘은 교량구조물, 특히 

다리 밑 공간이 높거나, 기존 도로, 철도 및 하천 등을 

횡단하여 고정점 확보가 곤란한 교량에 효과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속도계를 이용한 변위 측정방법은 센서 설치를 위한 

별도의 작업대 또는 고소작업차가 불필요하여 기존 변

위계에 의한 측정방법에 비해 비용 및 시간이 대폭 절

감되고, 센서 설치 작업자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부수

적인 장점도 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속도시간이력을 이용한 고정점이 필요없는 변위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 제안된 변위 추정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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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변위 추정 알고리즘은 절대 기준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실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정 변위시간이력곡선에 약간의 차이가 포함되는 점

은 추가연구를 통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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