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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amage detection method using the extended Kalman filter(EKF) technique has been continuously used since EKF can 

estimation the responses of the damaged building structure and the stiffness of the structure. However, in the use of EKF, the 

requirement of setting the initial paramters P, Q, and R has caused the divergence and instability of the state vector, and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ses parameters. In this paper, adaptive extended Kalman filter(AEKF) method is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 of setting the values of P, Q, and R, which are important parameters determining the convergence 

performance of the EKF state vector. By using the AEKF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the P, Q, and R parameters are updated 

every k steps. The proposed algorithm i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stiffness and the damage detection of 3-DOF problem. Based 

of the verification, it can be found that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values of P, Q, and R can improve the convergence performance 

of E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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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에 의한 건축 구조물의 손상과 괴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손상  괴된 

건축 구조물의 합리 이고 경제 인 보수/보강을 한 손상탐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Park et al., 2018; Oh et 

al., 2019). 건축 구조물의 손상은 건축 구조물이 가지는 고유

의 동  특성의 하나 강성의 하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건축 구조물의 강성을 추정하거나 고유의 동  특성을 

추정하는 기법들이 개발되었다(Kim et al., 2017; Oh et 

al., 2017). 이  extended Kalman filter(EKF)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은 간단한 상태공간방정식의 구성으로 구조 

시스템의 물리  라미터인 강성을 직 으로 추정할 수 있어 

손상탐지 연구에 지속 으로 활용되었다(Wu et al., 2007; 

Hernandez, 2013; Zhang et al., 2017). 

Hoshiya(1984)는 단자유도  다자유도 시스템을 EKF 

방법에 용하여 실시간 강성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에서 제시한 weighted global iteration(WGI) 방법은 

상태벡터의 수렴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안정 인 수렴 

성능을 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Lin (1994)는 입력 데이터의 

노이즈에 따라 WGI방법의 추정 성능 변화를 연구하 으며, 

Wang(1997)는 least-squares procedure unknown input 

(LS-UI)방법과 extended Kalman filter-weighted global 

iteration(EKF-WGI)방법을 동시에 용하여 불확실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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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경우에 건축 구조물의 강성을 추정하고, 상태벡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다.

상태벡터의 수렴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연구

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상태벡터의 수렴에 한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Solonen et al., 2014; Wang et al., 2018).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EKF를 실행함에 있어 기에 결정 

되어야 할 라미터의 설정을 하게 설정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Schneider el al., 2013). 건축구조 분야에서 

EKF를 이용한 시스템 식별  손상탐지 연구는 EKF를 실행

하기 한 기 라미터의 설정을 사용자 임의로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값을 입하여 가장 좋은 수렴 성능을 보이는 기 

라미터 값을 선택 으로 결정해 사용해 왔다 (Wu et al., 

2007; Lei et al., 2014). 상태벡터의 수렴 성능은 기 피라

미터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들 값을 trial and error방법

으로 결정하거나 사용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상태벡터의 수렴 

성능 감소  발산의 험을 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라미터 설정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adaptive extended Kalman filter(AEKF)

기법을 제시한다. AEKF방법은 칼만필터 내부의 추정 에러 

공분산 행렬 와 시스템 모델 노이즈 공분산 행렬  그리고 

측정 노이즈 공분산 행렬 을 매 응답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EKF방법은 , ,  라미터

를 매 응답마다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상태벡터의 변화에 즉각

으로 응할 수 있으며, 수렴 성능 향상과 발산의 험이 

감소하고 실시간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2. EKF의 라미터

이 장에서는 EKF  UKF(unsented Kalman filter)에서 

사용되는 라미터와 그 특성을 설명한다.

2.1 Extended Kalman filter

손상탐지를 한 구조물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EKF

의 상태공간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

식 (1)의 는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각 층별 응답  

구조물의 물리  라미터를 나타내는 식이며, 상태공간방정

식 형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은 시 의 측정값을 

토 로 한 시 의 상태벡터의 추정 값이다. 식 (1)과 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식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모델에 해당하는 상태

공간방정식의 응답을 평가하는 추정 에러 공분산 행렬 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행렬은 가우시안 정규분포를 가정으로 하는 시스템 모델의 

노이즈 공분산 행렬이다. 는 상태 변환 행렬에 해당하며, 상태

벡터 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은 자코비안 행렬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다.

 






 





(3)

EKF는 시스템 모델 응답의 노이즈와 측정 데이터의 노이즈에 

의해서 칼만게인이 결정되게 되므로 칼만게인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4)

식 (4)에서, 는 측정데이터에 응하는 상태벡터의 변환 

행렬이며, 이는 식 (5)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다. 행렬은 

가우시안 정규분포를 가정으로 하는 측정 노이즈 공분산 행렬

이다.

 






 





(5)

칼만게인에 의해서 보정된 상태벡터는 식 (6)으로 나타 낼 

수 있다.

     (6)

는 번째 응답에서의 측정데이터 응답이며, 는 

측정데이터에 응하는 측 상태벡터의 응답이다. 식 (7)은 

보정된 추정 에러 공분산 행렬을 나타낸다.

   (7)

2.2 Extended Kalman filter의 특성

EKF의 수렴 성능을 결정짓는 요 라미터인 식 (2)의 

행렬과 행렬 식 (4)의 행렬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렬은 기 설정한 상태벡터와 구조 시스템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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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 updated error covariance matrix 
P / I K H P / W Eq (18)

Calculate the Kalman gain
P / H

H P / H
Eq (15)

Calculate updated state vector/ / K / Eq (6)

Predicted error covariance matrix 
P / P / Q Eq (12)

Predicted state space equation / / , ) Eq (1)

Calculate the weight valueW W · ∑ / ∑
Eq (16)

Calculate the process noise covarianceQ I · α · ∑ / )) Eq (11)

Calculate the measurement noise covarianceR I · α · ∑ Eq (14)

Fig. 1 Proposed AEKF algorithm

강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값이다(Schneider 

et al., 2013). 기 설정한 상태벡터와 구조 시스템의 강성과

의 차이에 의해서 행렬이 결정되어야 하나 실제 구조물이 

가지는 강성을 정확하게 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행

렬의 결정은 trial and error 방법으로 결정해 왔다. 행렬은 

상태공간방정식이 가지는 시스템 모델의 노이즈를 의미한다. 

이 라미터는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 

내부의 오차에 의한 노이즈이며, 일반 으로 노이즈의 발생 

치나 생성 여부의 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라미터  하나이다. 행렬은 측정 센서가 가지는 

노이즈를 의미한다. 이 라미터의 결정은 센서의 resolution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 인 EKF에서의 사용은 시불변 

변수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센서는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값을 고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태

벡터의 수렴 성능 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공분산 행렬을 업데이트 하는 auto- 

covariance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Odelson 

et al., 2006; Ming et al., 2017).

3. Adaptive Extended Kalman filter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EKF기법은 추정 에러 공분산 행렬 

  시스템 모델 노이즈 공분산 행렬 와, 측정 노이즈 공분산 

행렬 을 매 시간 응답마다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상태벡터 

변화에 즉각 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상태벡터의 안정성과 수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행렬  행렬, 행렬을 업데이트

하는 체 인 알고리즘 순서는 Fig. 1과 같다.

상태벡터의 구성이 식 (8)과 같이 구성 된다면 행렬의 크

기는 n×n행렬로 구성된다.

⋯
 (8)

상태벡터가 변 , 속도, 가속도, 강성, 감쇠 응답을 나타낸

다면, 행렬의 각요소는 변 , 속도, 가속도,  강성, 감쇠 

응답의 노이즈를 나타내고 행렬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9)

는 n×n의 단 행렬을 나타내며, c는 노이즈 계수이다. 

기존의 EKF기법의 사용은 시스템 모델 응답의 노이즈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c 계수를 임의로 조 하여 행렬의 노이즈를 

결정하 다. 행렬의 노이즈는 이론  식에 의해서 계산된 

응답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기 이 되는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 

한 행렬 노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모델의 

노이즈는 으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값과 시스템 모델 응답의 잔차의 분산을 

행렬의 각요소로 사용한다. 분산은 어떠한 응답이 가지는 평

균에서부터 분산된 정도를 의미하므로, 행렬의 노이즈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행렬의 각요소는 식 

(10)과 같다.

 

 




 
 (10)

식 (10)에서 는 의 신뢰 정도를 조 하기 해 사용되는 

조  계수이다. s는 번째까지의 응답의 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번째 응답마다 업데이트 되는 행렬의 식은 식 (11)과 

같다.

  × × (11)

식 (11)의 업데이트 행렬을 EKF기법의 식 (2) 값으로 



AEKF(Adaptive 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하는 건축 구조물의 손상탐지

4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2권 제1호(2019.2)

사용하면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행렬은 측정 데이터의 노이즈 정도를 의미하므로 실제 측정 

데이터로 획득되는 데이터의 분산을 측정 데이터의 노이즈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 데이터의 분산을 행렬의 각

요소로 사용함으로서 업데이트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 연구

에서 제시하는 행렬의 각요소는 식 (13)와 같다. 

  

 





 (13)

식 (13)에서 는 의 신뢰 정도를 조 하기 해 사용되는 

조  계수이다. 번째 응답마다 업데이트되는 행렬의 식은 

식 (14)과 같다.

  × ×  (14)

행렬의 크기는 취득되는 데이터의 자유도 수가 m개 일 때 

m×m크기의 정방행렬로 구성된다. 식 (10)의 와 식 (13)의 

는 식 (15)의 칼만게인의 신뢰도 정도를 결정함으로 동일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1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식 (14)의 업

데이트 행렬을 식 (4)의 값으로 사용하면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어떠한 입력값이 출력값에 여했다면, 가 치는 출력값과 

실제값의 잔차와 입렵값에 비례하게 조 할 수 있으므로, 업데

이트 가 치 행렬 는 다음의 가 치 각요소 을 계산함

으로써 업데이트할 수 있다. 번째 응답마다 업데이트 되는 

는 식 (16)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16)

식 (16)의 는 기 가 치로서 설정을 해 본 연구

에서는 1로 사용한다. 는 가 치 정도를 조 하기 한 조  

계수이다.

업데이트 가 치 행렬 는 강성과 감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 치로 조 한다. 일반 으로 변 와 속도 가속도 응답은 

응답의 스 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식 (7)에 의해서 

응답을 잘 추정하지만 시스템 모델의 물리  라미터인 강성과 

감쇠는 변   속도 응답에 비해 스 일이 크기 때문에 추가

인 가 치가 필요하게 된다. 업데이트 가 치 는 식 (17)로 

구할 수 있다.

 











    
    
    
    
    

× (17)

행렬의 각요소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성과 감쇠의 응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업데이트 행렬의 식은 식 (18)과 

같다.

    (18)

4. AEKF의 성능의 검증  비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EKF기법의 검증을 해 Ghorbani 

(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3DOF 모델을 사용하 다. 모델은 

각 층의 질량  강성이    500kg이며,  

 50000N/m이며, 감쇠 계수는      300Ns/m

이다. AEKF와의 비교를 해 EKF  UKF기법의 결과를 

AEKF 결과와 비교하 다. UKF의 기본  이론은 Julier 

(2003)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기법의 실행을 

해 사용되는 기 상태벡터는 모든 층의 기 응답은 0이며, 

강성과 감쇠의 기 값은 10000N/m, 10000Ns/m으로 결정

하여 사용하 다. 이산상태로의 변환은 뉴마크-베타 방법의 시간

증분 공식을 이용하여 변환하 다. 사용된 하 은 El-Centro 

NS 지진 하 이며, 데이터의 취득은 1000Hz로 획득하 다. 

AEKF의 조  계수 , 는 1로 결정하여 사용하 고, AEKF

의 기 가 치는   1으로 결정하 다. EKF와 

UKF방법의 기 에러 공분산 행렬 의 설정은 Jazwinski 

(1970)의 연구에서 다음의 식 (19)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9)

식 (19)에서, 는 구조 모델이 가지는 실제 강성을 의미

하며, 는 기 상태벡터에서 설정한 강성이다. 따라서 행

렬을 계산하기 해서는 구조 모델이 가지는 정확한 강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구조 모델의 강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칼만필터를 이용한 손상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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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rgence history of stiffness at 1
st
 story

Fig. 4 Convergence history of stiffness at 2
nd

 story

Fig. 5 Convergence history of stiffness at 3
rd
 story

식별연구는 행렬의 라미터를 trial and error 방법으로 

결정해 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EKF 기법과의 정확한 

비교를 해 EKF  UKF 기법의 기 행렬을 식 (19)을 

통해 구해진 값을 사용하 다. 기 설정한 강성은 10000N/m 

이므로 실제 구조 모델과의 강성 차이는 40000N/m가 발생한다. 

식 (19)의 계산은 행렬 계산이므로, 제곱하면 행렬은 1.6× 
109이다. 행렬  행렬의 기 라미터 한 정확하게 설

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행렬과 행렬의 신뢰도는 동일

하다고 가정 하에 동일한 값 , , 으로 결정하여 

강성  감쇠를 추정해 보았으며, 각각의 결과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 다. 

Fig. 2 Numerical model from Ghorbani(2018)

Fig. 3~5의 결과는 AEKF 결과와 EKF  UKF의 행

렬과 행렬이 10-6일때의 강성의 수렴 결과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EKF 기법은 실제 구조 모델의 강성인 

50000N/m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UKF  EKF의 

결과는 실제 구조 모델의 강성인 50000N/m로 수렴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행렬  행렬을 

데이터의 신뢰정도에 따라 히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고정으로 사용하여 상태벡터의 수렴 성능이 하된 것

으로 사료된다. 한 EKF  UKF는 기 상태벡터의 값에 

따라 기 행렬을 결정했음에도 상태벡터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론  공식으로 유도한 기 행렬 일지라도 기 

설정한 강성과 실제 강성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Fig. 6~8의 결과는 AEKF, EKF, UKF기법의 감쇠 계수의 

수렴을 보여 다. 기 상태벡터 10000Ns/m에서 시작된 모든 

층의 감쇠에 해당하는 상태벡터는 EKF와 UKF의 경우엔 

300Ns/m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 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AEKF 결과는 모델의 감쇠 계수인 300Ns/m에 근 하게 

수렴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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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eight variation of estimation error covariance

Fig. 10 Variation curve of noise covariance of system 

model and measurement data

Fig. 6 Convergence history of damping at 1
st
 story

Fig. 7 Convergence history of damping at 2
nd

 story

Fig. 8 Convergence history of damping at 3
rd
 story

Fig. 9는 식 (16)의 시간에 따른 가 치 변화 그래 를 나타

낸다. 각 층의 가 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속 으로 

증가하 으며, 필터링이 진행될수록 가 치의 증가량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기 설정한 상태벡터가 구조 모델의 

강성에 차 수렴될수록 가 치의 증가량은 차 감소한다. 이는 

이론  식 (19)에서 추정 에러 공분산 행렬 의 결정은 기 

상태벡터로 가정한 강성과 실제 구조 시스템의 강성간의 차이

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태벡터의 강성이 실제 구조 시스템의 

강성으로 수렴할수록 가 치 필요도가 어지는 이유에서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 10은 시간에 따른 

노이즈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 이다. 모든 필터링 구간에서 

행렬의 노이즈는 행렬의 노이즈보다 작게 결정되어 필터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 데이터보다 시스템모델의 

응답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의 결과는, EKF  UKF 기법의 시스템 모델 노

이즈 공분산 행렬과 측정 노이즈 공분산 행렬의 기 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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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Scenario 1 

N/m

Scenario 2

N/m

Scenario 3

N/m

1 25000 10000 10000

2 50000 25000 25000

3 50000 50000 30000

Table 4 Damage scenario

Fig. 11 Convergence history of stiffness of scenario 1

Fig. 12 Convergence history of stiffness of scenario 2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EKF  UKF의 결과에서의 노이즈가 

작아질수록 수렴의 일 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층 별 상태벡터

의 수렴 결과는 행렬과 행렬의 노이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수렴되었다. UKF의 경우 행렬  행렬이 10-8일 때 발산

하는 결과를 보 으며, UKF에서 노이즈 공분산 행렬의 조 은 

상태벡터의 불안정 인 결과를 보 다. Table 2와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EKF 기법의 수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수렴된 강성과 실제 구조 모델의 강성과의 오차는 0.005% 

미만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 으며, 감쇠 계수는 Table 3의 

결과에서 15% 미만의 오차로 실제 구조 모델의 감쇠 계수에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ory Q, R

Estimated 

stiffness

N/m

Exact

stiffness 

N/m

Error 

%

1

10-4

19908

(16331)

50000

60.18

(67.33)

2
18704

(15744)

62.59

(68.51)

3
15732

(13288)

68.53

(73.42)

1

10-6

20193

(16277)

59.61

(67.44)

2
39167

(34770)

21.66

(30.46)

3
17910

(15984)

64.18

(68.03)

1

10-8

26275

(-)

47.45

(-)

2
22966

(-)

54.06

(-)

3
36360

(-)

27.28

(-)

Table 1 Estimated stiffness using EKF and UKF (numbers 

in parenthesis denote estimated stiffness from UKF)

Story

Estimated

stiffness

N/m

Exact 

stiffness

N/m

Error 

%

1 49998 50000 0.004

2 49999 50000 0.002

3 49997 50000 0.006

Table 2 Estimated stiffness from proposed AEKF 

Story

Estimated

damping

Ns/m

Exact 

damping

Ns/m

Error 

%

1 343.7 300 14.56

2 343.1 300 14.30

3 340.7 300 13.56

Table 3 Estimated damping using proposed AEKF 

AEKF 기법의 손상탐지를 해 3DOF 모델의 손상 시나리

오를 Table 4와 같이 작성하 다. scenario 1은 1층 강성이 

16 에 25000N/m으로 감소하며, scenario 2는 16 에 1층 

강성과 2층 강성이 10000N/m, 25000N/m으로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scenario 3은 1층과 2층 3층 강성이 하 이 가해

지는 16 에 10000N/m, 25000N/m, 30000N/m으로 감소

하는 손상 패턴이다. 3DOF 제와 동일한 하  El-Centro 

NS 지진하 을 사용하 으며, 데이터 취득은 1000Hz로 획득

하 다.

Fig. 11은 scenario 1의 수렴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층의 

강성이 손상 scenario 1의 결과에 수렴되었으며, 16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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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vergence history of stiffness of scenario 3

Fig. 14 Convergence history of damping at scenario 3

Fig. 15 Weight variation of estimation error covariance

Fig. 16 Noise covariance of system model and 

measurement data

Story

Estimated

stiffness

N/m

Exact 

stiffness

N/m

Error 

%

Scenario 1

1 24997 25000 0.012

2 49996 50000 0.008

3 49994 50000 0.012

Scenario 2

1 9988 10000 0.12

2 24997 25000 0.012

3 49997 50000 0.006

Scenario 3

1 10006 10000 0.06

2 24999 25000 0.004

3 29998 30000 0.006

Story

Estimated

damping

Ns/m

Exact 

damping

Ns/m

Error 

%

Scenario 1

1 321.5

300

7.2

2 341.3 13.8

3 341.7 13.9

Scenario 2

1 310.6 3.5

2 320.8 6.9

3 341.7 13.9

Scenario 3

1 307.1 2.4

2 320.7 6.9

3 324.7 8.2

Table 5 Estimated stiffness and damping from proposed 

AEKF 

서의 손상으로 인한 강성의 하에 즉각 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13의 결과에서도 모든 층의 강성이 

손상 scenario에 수렴하 으며 각각의 결과는 1%내로 실제 

강성에 수렴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는 scenario 3의 핑 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손상이 발생하는 16  부근에서 상태벡터의 변화가 있지만, 

다시 원래의 핑 계수인 300Ns/m에 근사하게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cenario3의 가 치 변화 그래 를 보면, Fig. 15에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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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가 하된 강성으로 차 수렴되기 때문에 가 치 증가 

곡선의 기울기가 차 완만해진다. Fig. 16의 노이즈 행렬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16  부근에서 행렬의 약간의 상승

이 존재한다. 이는 AEKF 기법은 행렬의 라미터를 조 하

여 상태벡터 변화에 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의 결과는 손상 scenario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에서 강성의 결과는 모두 1% 내의 오차로 실제 강성에 수

렴하 다. 핑 계수의 경우 오차가 최  13.9%까지 발생 하

다. scenario 1, 2의 1층 수렴에서 오차율이 다른 오차율에 

비해 0.12%, 0.06%로 떨어지는데, 이는 1층의 강성의 하

가 다른 층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 사료된

다. 한 핑 계수의 수렴 정확도가 강성보다 떨어지는데 이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며, EKF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변

수들이 핑 계수가 수렴하는 최 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는 구성된 핑 계수에 해당하는 상태 공간 방정식이 

핑 계수의 수렴을 잘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EKF 기법을 이용한 3DOF 시스템의 손상

탐지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AEKF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기 설정 라미터의 설정에 한 문제로 발생

하는 상태벡터의 수렴 성능 하 문제와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한 즉각 인 상태벡터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강성 하에 따른 실시간 추정도 가능함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EKF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EKF, 

UKF 기법의 기 설정 라미터에 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상태벡터의 수렴 성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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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EKF기법의 기 라미터 설정에 따른 상태벡터의 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AEKF기법을 제시한다. EKF 

기법의 기 라미터는 상태벡터 수렴  안정성에 요한 역할을 함으로 기 라미터의 한 설정은 EKF를 사용함

에 있어 매우 요하다. AEKF방법은 기 라미터인 행렬을 k스텝마다 업데이트하여 기 상태벡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한 기 상태벡터와 실제 시스템 모델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도 응 으로 행렬의 값을 조 하여 

상태벡터의 수렴을 가능하게 한다. 한 행렬  행렬을 k스텝 업데이트하여 상태벡터의 수렴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

다. 3DOF시스템을 통해서 AEKF기법의 결과와 EKF, UKF기법을 비교·검증하 다.

핵심용어 : AEKF, 손상 탐지, 강성 추정, 건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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