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장재하실험을 통해 교량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하중에 의한 변형률, 변위 

및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열거한 측정 항

목 중 변위는 구조계의 강성과 직접 관련되어 전체적인 구조

거동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물리

량이므로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측정항목이다.

변형률 및 가속도와는 달리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움

직이지 않는 기준점이 요구된다. 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

의 변위계로는 접촉식 LVDT(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 레이져 변위계 등이 있는데, 이들 센서는 고정된 

기준점 위에 설치되어야만 절대 변위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bar) 형태의 접촉식 LVD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면

으로부터 측정점(주로 주거더 하면) 근처까지 조립식 동바리 

등을 이용하여 변위계를 고정시키기 위한 프레임(frame)을 

조립하고, 여기에 변위계를 설치한다. 다리밑 공간이 높은 교

량은 변위계 고정을 위한 프레임 설치에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설치된 프레임의 상부는 바람 및 교량 하부를 통행

하는 차량에 의한 진동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고정된 기준점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교량 하부에 하천, 바다, 

도로, 철도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다리밑 공간이 매우 높은 경우

에는 접촉식 LVDT를 이용한 변위 계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량 변위의 측정에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가속도, 속도 또

는 변형률을 이용하여 변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Jung et al.(2001)은 가속도, 속도 및 변위에 대

한 변환응답(transformed response)을 주파수영역에서 정의하

여 변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응답변환 알고

리즘을 실교량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나, 변위 추

정과정에서 초기시간(자유진동과 무재하 시간영역을 정의하

는 변수) 설정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렴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과정 및 방대한 계산량이 

필요하였다. Yun과 Ryu(2011)는 측정된 가속도를 분석하여 

얻어진 진동모드별 고유진동수를 모드중첩법에 적용하여 변

위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거더

교량에서 분석이 용이치 않은 7차 진동모드까지의 고유진동

수를 분석에 고려하였다.

가속도를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회의 적분

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적분오차가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속도신호로부터 변위를 추정하는 연구가 Joh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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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나, 분석과정에서 속도계의 응답특성

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초기조건을 임의로 가정

함으로써 추정결과에 다소의 오차가 내재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행차량에 의해 교량에서 발생하는 변위에는 정적 변위에 

의한 상당히 낮은 저주파성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분은 

가속도신호만을 분석하여 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정적 

변위에 의한 저주파성분을 얻기 위해 가속도와 더불어 변형

률 응답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연구(Bell et al., 2015; Shin et 

al., 2009)가 수행된 바 있다. Shin et al.(2009)은 변형률 응답

과 일부 저차 진동모드의 모드형상을 이용하여 모드중첩법과 

곡률-변형률 관계로부터 변위를 추정하였다.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7차 진동모드까지의 응답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형률 측점 수도 다수가 필요하였

다. Bell et al.(2015)은 변형률과 1차 진동모드만의 응답을 이

용하여 변위를 추정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석적 연구에 국한되었으며, 다축 차량이 주행하

는 경우에는 다소 발산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변형률 응답만을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하는 연구는 Park et 

al.(2001), Cho와 Kim(2008)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Park et 

al.(2001)은 곡률-변형률 관계식을 이용하여 2중 적분에 의해 

변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실교량을 대상으

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Cho와 Kim(2008)

은 FBG 변형률 센서를 이용하여 현수교의 정적 변위 형상을 

추정하였다. 현수교의 처짐이론에 근거한 곡률-변형률 관계

를 이용하였는데, 분석에 필요한 여러 변수의 가정치를 도출

하기 위해 정밀한 구조해석이 필요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주파수영역 

또는 시간영역에서의 적분과정을 거쳐 변위를 추정하게 되는

데, 적분에 의한 오차, 초기조건 가정, 방대한 계산량 및 여러 

단계의 분석과정 등의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단

하고 편리하게 변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지지 거더교를 대상으로 변위와 변형률

의 관계를 이용하여 실측 변형률을 변위로 환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인 구조역학 지식을 이용하여 기본 개념

을 도출하고, 해석적 방법을 부가적으로 도입하여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방법을 일반화시켰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

위 추정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지지 보에 대한 정 · 동적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적재하실험은 실험체의 L/4 위치

와 L/2 위치에 모형차량을 각각 재하하였으며, 동적재하실험

은 모형차량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시켜가며 실시하였다. 실

험시 실험체 중앙점의 변위 및 변형률을 정 · 동적으로 측정하

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측 변형률을 이용하여 변위를 추

정하고, 이를 실측 변위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

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변형률 응답을 이용한 변위 추정 방법

Fig. 1과 같이 휨강성이 전체 지간길이에 대해 일정한 단순

보의 임의의 위치에 집중하중 가 작용하는 경우, 중앙점의 

변위 와 변형률 ε는 식 (1) 및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for ≥   (1)

ε 



 (2)

여기서,   : 집중하중의 크기

 : 보의 휨강성

  : 보의 지간길이

  : 보 단면 중립축으로부터의 연단거리

   : 집중하중의 작용위치를 나타내는 상수

식 (1)과 식 (2)를 에 대해 정리하고 등치시키면 식 (3)과 

같이 표현되며, 식 (3)을 중앙점 변위 에 대해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ε


 (3)

 


 
⋅ε (4a)

 ⋅ε  



 
 (4b)

식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앙점 변위 와 중앙점 변형률 

ε는 계수 에 의해 선형적으로 비례하지만 계수 이 상수

가 아닌 변수 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집중하중의 작용점 위치

에 따라 계수 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이는 변위와 변형

률의 관계를 일정한 하나의 상수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는 없

Fig. 1 Simply supported beam subjected to concentrated load at 

arbitrary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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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하중이 특정한 위치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에 의해 

계산되는 계수 에 의해 변형률을 변위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 m,  0.47 m경우에 집중하

중의 위치 에 따른 계수 은 Table 1과 같다. 1축의 집중하

중이 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중앙점 변형률 ε에 20.8을, 

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중앙점 변형률 ε에 28.7을 곱하면 

중앙점 변위 를 구할 수 있다.

작용하중이 1축이 아닌 2축 이상인 경우에도 중첩의 원리

에 의해 식 (4)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식 (5)에 서

로 다른 하중을 갖는 2축 하중의 경우에 대해 중앙점 변위 와 

중앙점 변형률 ε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계수 가 다소 복잡

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는 모두 기지의 상수이므

로 계수 는 집중하중의 작용위치에 따른 상수이다. 또한, 식 

(4) 및 식 (5)에서는 중앙점의 응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식 

(4)와 식 (5)의 개념은 중앙점 뿐만 아니라 임의의 위치에 대해

서도 성립한다.

    




  
⋅ε

for ≥ 

  (5a)

 ⋅

    
 


     

(5b)

여기서,    : 첫 번째 및 두 번째 축의 하중 크기

  : 첫 번째와 두 번째 축의 축간 거리

식 (4)와 식 (5)에 나타낸 계수   및 는 휨강성이 일정한 

단순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되지만, 보

의 휨강성이 일정하지 않거나 작용하중의 형태가 복잡한 경

우에는 변위와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를 수계산으

로 산출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방법을 일

반화시키기 위해 식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수 를 범용구

조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해석으로부터 얻어지는 변위

와 변형률의 비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6)

여기서,   : 구조해석에 의한 변위

  : 구조해석에 의한 변형률

구조해석을 통해 얻어지는 변위와 변형률을 이용하여 계산

된 계수 를 식 (7)과 같이 실측 변형률에 곱하면 실제 변위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계수 는 작용하중의 위치에 따라 달

라지므로 반드시 변형률이 측정된 하중경우를 대상으로 계산

되어져야 한다. 또한, 하중의 작용위치별로 계수 가 계산되

는 경우에는 동적 응답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은 실측 정 · 동적 변형률을 이용하여 정적 뿐만 

아니라 동적 변위도 추정할 수 있다.

 ⋅ε  (7)

여기서,   : 추정 변위

  : 실측 변형률

3. 실내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위 추정 방법을 실험적으로 검증

하기 위해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100×250×9.5 mm(L×W×T) 제원을 갖는 강판을 

이용하여 지간길이 2.0 m의 단순보 형태로 제작하였다. 실험

체가 실교량과 유사한 동적 거동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실

험체의 고유진동수를 약 5 Hz 내외로 조정하였다.

실험체 상면에는 차량을 모사한 2축 카트(cart)가 실험체 횡

단면의 중앙을 주행할 수 있도록 아크릴(acrylic) 소재의 가이

드 레일(guide rail)을 설치하였다. 모형차량의 중량 및 축간거

리는 각각 98 N 및 120 mm이다. 실험체 중앙점 하면에는 전기

저항식 변위계 및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였으며, 센서는 데

이터 로거에 연결하여 모형차량의 재하에 따른 응답이 측정

되도록 하였다.

실내실험은 정적재하실험과 동적재하실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정적재하실험은 실험체의 L/4 위치와 L/2 위치

Table 1 Coefficient 

with respect to location of concentrated load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1.3 31.2 30.8 30.3 29.6 28.7 27.5 26.2 24.6 22.8 20.8

50

Guide rail

Steel plate(2,100X250X9.5mm)

250

2,000 50

2,100

9.5

Guide rail

A

A

Section A-A

Fig. 2 Geometry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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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형차량을 각각 재하한 후, 중앙점의 변위 및 변형률을 측

정하였다. 동적재하실험은 모형차량을 약 0.25 m/sec 내외의 

속도로 주행시켜가며 200 Hz의 데이터 sampling rate로 응답

을 측정하였다. 모든 실내실험은 2회씩 반복하였으며, 실험전

경은 Photo 1과 같다.

실내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동적재하실험 결과는 최대 변위 및 

최대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동적재하실험으로부터 측정된 

변위 및 변형률 시간이력곡선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 

나타낸 변형률 시간이력곡선은 변위 시간이력곡선에 비해 다

소의 노이즈(noise)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60 Hz의 전기적 

노이즈 성분으로 판단된다.

4. 실험결과를 이용한 정 · 동적 변위 추정

4.1 정적 변위 추정

정적재하실험을 통해 측정된 변형률을 이용하여 변위를 추

정하기 위해 식 (5)를 이용하여 계수 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의 계수   및 Table 2의 실측 변형률로부터 추정된 

변위를 실측 변위와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를 살펴보면 실측 변위에 대한 추정 변위의 편차율이 3% 미만

으로서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순지지 거더교에 대한 변위 추정방법은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Photo 1 Overall view of laboratory test

Table 2 Results of laboratory test

Items
Displ.

(mm)

Strain

(×10-6)

Ave. velocity

(m/sec)

Static test

L/4

#1 2.92 30.8 -

#2 2.89 30.6 -

Ave. 2.91 30.7 -

L/2

#1 4.38 60.0 -

#2 4.34 59.8 -

Ave. 4.36 59.9 -

Dynamic test

#1 4.41 60.2 0.29

#2 4.40 60.3 0.21

Ave. 4.41 60.3 -

(a) Displacement

(b) Strain

Fig. 3 Results of dynamic test

Table 3 Coefficient 

 calculated by Eq. (5)

Items


 



(N)



(mm)



(mm)



(mm)



(mm)




(mm)

L/4 48 2000 560 120 4.75 96112.3

L/2 48 2000 940 - 4.75 74259.7

Table 4 Results of displacement estimation using static test data

Items



(mm)

Measured 

strain

(×10-6)

Estimated 

displ.①

(mm)

Measured 

displ.②

(mm)

% of

deviation①/②

(%)

L/4
#1

96112.3
30.8 2.96 2.92 1.37

#2 30.6 2.94 2.89 1.73

L/2
#1

74259.7
60.0 4.46 4.38 1.83

#2 59.8 4.44 4.3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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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적 변위 추정

차량이 주행하는 상태에서 측정된 동적 변형률을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차량 재하위치마다 계수 가 우선

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동적재하실험

은 200 Hz로 데이터를 샘플링하였으므로 실측 변형률 시간이

력곡선을 변위 시간이력곡선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모형차

량이 실험체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주행하는 동안 0.005 sec 간

격으로 모형차량 위치에 따른 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계산 또는 범용 정적구조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 전용 프로그램(Lee et 

al., 2012; Lee et al., 2006)을 사용하여 모형차량의 재하위치

별 검토대상 위치의 변위 및 변형률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를 계산하였다.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시 분석목적

을 고려하여 동적 영향은 배제하고 정적 응답만 산정되도록 

하는 옵션(option)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적 영향이 배제된 상

태이므로 모형차량이 실험체에 재하되는 경우, 즉 강제진동

상태만을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 프로그램은 Newmark의 직

접적분법에 의해 식 (8)과 같은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8)

여기서,  ,  , 는 각각 구조물의 질량, 감쇠 및 강성매트

릭스이며, 와 는 각각 절점변위와 하중벡터이다. 식 (8)

에서 ‘ · ’는 시간에 관한 미분을 의미한다.

프레임요소로 모형화한 해석모형에 대해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얻어진 강

제진동상태하의 해석모형 중앙점의 변위 및 변형률 시간이력

곡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5에는 해석을 통해 얻어진 

변위 및 변형률 시간이력곡선을 이용하여 계산된 모형차량의 

재하위치별 계수 를 나타내었다.

Fig. 5에 나타낸 모형차량의 재하위치별 계수 와 실내실

험을 통해 얻어진 실측 변형률을 이용하여 추정된 변위를 실

측 변위와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실측을 통해 얻어진 

변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추정된 변위를 비

교하여 나타낸 Fig. 6을 살펴보면 추정 변위에 다소의 노이즈 

성분이 포함된다는 점과 모형차량의 첫 번째 축이 약 1.2~1.5 m

에 위치할 때 약간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측 

변위와 추정 변위는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 변위에 노이즈가 포함되는 것은 실측 변형률 데이터 

자체에 전기적 노이즈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 6(a)의 

추정 변위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결과를 나

타낸 Fig. 7에 의하면 국내의 전기 주파수인 60 Hz에서 피크

(peak)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a)의 추정 변위에 

대해 50 Hz의 로패스 필터(low pass filter)로 필터링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필터링에 의해 전기적 노이즈가 제거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형률 게이지는 측정에 

사용되는 여타 센서에 비해 노이즈에 민감하므로 추정 변위

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접지, 풀 브릿지(full bridge) 

회로 구성 및 신호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 노이즈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a) Displacement

(b) Strain

Fig. 4 Results of time history analysis due to moving vehicle

Fig. 5 Coefficient  with respect to location of mode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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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차량의 첫 번째 축이 실험체의 시점에서부터 약 1.2~1.5 

m 떨어진 위치를 통과할 때 실측 변위와 추정 변위 사이에 약

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는 Fig. 5

의 계수 는 동적재하실험시의 평균 주행속도를 이용하여 계

산되는 반면에 모형차량은 실험체를 주행할 때 동일한 속도

를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해석과 실험에 

있어서 모형차량의 재하위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편차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 나타낸 계수 의 형상을 살

펴보면 중앙부의 기울기가 시 ·종점부에 비해 가파르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험체 중앙부에서의 모형차량 재

하위치의 미세한 차이가 편차를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순지지 거더교에 대한 동적 변위 

추정 방법은 변형률 게이지의 특성에 따른 노이즈의 영향 및 

해석과 실험시의 주행차량 재하위치 편차에 따른 영향에 의

해 실측 변위와 추정 변위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공학

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순지지 거더교의 현장측정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순지지 거더교의 실측 변형률을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역학 지식을 이용하여 기본 개

념을 도출하고, 해석적 방법을 부가적으로 도입하여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일반화시켰다.

2) 단순지지 보에 대한 정 · 동적 실내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

과를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변위와 실측 

변위 사이의 편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타

당성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단순지지 거더교의 정적 변

위 뿐만 아니라 강제진동상태하의 동적 변위 추정에도 적

용 가능하다. 단, 실측 동적 변형률을 이용하여 동적 변위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하차량의 주행속도 및 교량 시 ·

종점부 통과시각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하차량의 시간

대별 위치를 해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비록 단순지지 거더교의 정

적 변위 및 강제진동상태하의 동적 변위 추정에 한정되며, 노

이즈에 민감한 변형률 응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약조건을 

갖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해석, 실내실험 및 현장실험을 통해 

다양한 조건에 적용가능하도록 보완 및 개선할 계획이다.

(a) Test case #1

(b) Test case #2

Fig. 6 Comparison of estimated and measured displacement

Fig. 7 FFT analysis result for estimated displacement shown in Fig. 6(a)

Fig. 8 Comparison of estimated displacement with signal processing

and measured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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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속도 등을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단순지지 거더교의 실측 변형률로

부터 변위를 추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변위 추정 방법의 기본 개념은 변위와 변형률의 관계로부터 유도되었으며, 해

석적 방법을 부가적으로 도입하여 일반화시켰다. 실교량과 유사한 동적 거동특성을 갖는 단순지지 강판에 대한 정․동적 실내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실험을 통해 실험체 중앙점의 변위 및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실험체에 대한 실측 변형률을 이용하여 추정된 변위는 실측 변위와 잘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위 추정 방법은 변위계 설치를 위한 고정된 기준점 확보가 곤란한 실교량(단순지지 거더교)의 변

위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 단순지지 거더교, 변위, 변위 추정 방법, 변위-변형률 관계, 변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