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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의 발

생은 사회기반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국가 차원의 지진재해 대책이 필수

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센서 및 네트

워크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발판으로 지진 계측 시스템을 활

용한 지진대비 전략의 효용성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강진 국가를 

중심으로 IT 융합 기술을 활용해 지진 발생 시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설치 

및 통합망 구축에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 2]. 계측기를 

활용한 지진재해 대응 기술은 계측기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

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빠른 지진 감지 및 대응 프로세스의 가동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 17391호) 

제 6조 및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13호) 제 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2조, 제 3조를 근거로 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

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계

측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

준[소방방재청고시 제 2010-30호][3]이 2010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계측 시스템은 시설물별로 수집되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신속히 처리하

여 지반과 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높은 분석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을 기본 요소로 한다.

진동기반의 계측자료는 지진의 특성 및 지진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성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지속적으로 진동

기반의 계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을 감지하고 지진

으로 인한 시설물의 거동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지진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을 통해 시설물 관리자가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

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량에 구축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으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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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가속도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구조체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하였다. 예제 교량으로부터 계측된 실제 지진 기록을 이용하여 센서

의 계측자료를 신속히 처리하고 특수교량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높은 분

석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특수교 구조 거동 모니터링 현황

국토교통부에서는 케이블을 활용해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방식의 교

량인 사장교와 현수교 등 케이블 지지 교량을 특수교로 지정하고 2008년부

터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4]. 이 체계를 기반

으로 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특수교 유지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국도상 특

수교량의 구조적 거동 계측을 수행하고 계측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특수교 

통합관리계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34개소의 특수교량을 관리하기 위하

여 본사 특수교운영팀과 목포, 여수, 군산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사무소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특수교량을 담당하고 있다[5]. 해상교

량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각각의 특수교량에서 운영 

중인 계측시스템은 “특수교 통합관리계측시스템”과 연결되어 진동계측자

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 특히 진동계측자료를 재난상황 발생 시 교

통 통제 지원, 긴급점검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Fig. 1은 특수교 통합관리계측시스템이 구축된 대상 특수교량의 분포를 지

도상에 도식화한 것이며, 대상 교량의 현황 및 정보는 Table 1과 같다.

특수교 유지관리센터에서는 진동계측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측자료 기

반 재난대응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지진 등 재

난이 발생한 경우 진동계측자료를 기반으로 재난 등급을 구분하고 “특수교 

유지관리센터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 조치를 수행한다. Table 2는 

재난 발생 시 재난등급 구분 및 그에 따른 대응 조치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Fig. 1. Locations of special bridges managed by the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Table 1. List of bridges managed by the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Bridge Name Structure Span (m) Year

Noryangdaegyo Bridge Suspension 890 2018

New Geojedaegyo Bridge Steel box 130 1999

Samcheonpodaegyo Bridge Cable stayed 230 2003

Choyangdaegyo Bridge Arch 202 2003

Mokpodaegyo Bridge Cable stayed 500 2013

Aphaedaegyo Bridge Arch 165 2009

Samdodaegyo Bridge Cable stayed 290 2017

Cheonsadaegyo1 Bridge Cable stayed 510 2019

Cheonsadaegyo2 Bridge Suspension 650 2019

Chilsandaegyo Bridge Cable stayed 320 2019

Imja 1 daegyo Bridge Cable stayed 410 2021

Imja 2 daegyo Bridge Cable stayed 310 2021

Jindodaegyo Bridge Cable stayed 344 1984

2nd Jindodaegyo Bridge Cable stayed 344 2006

Wandodaegyo Bridge Cable stayed 200 2012

Jangbogodaegyo Bridge Cable stayed 220 2017

Gogunsandaegyo Bridge Suspension 400 2016

Jeonjucheongyo Bridge Cable stayed 140 2016

Jangjadaegyo Bridge Cable stayed 150 2018

Yeonggwangdaegyo Bridge Cable stayed 320 2016

Wonsan Anmyondaegyo Bridge Cable stayed 240 2019

Dongyidaegyo Bridge Cable stayed 400 2016

Donggangdaegyo Bridge Cable stayed 100 2009

Seoandongdaegyo Bridge Cable stayed 150 2015

Dolsandaegyo Bridge Cable stayed 280 1984

Geobukseon-daegyo Bridge Cable stayed 230 2012

Baekyadaegyo Bridge Suspension 183 2005

Hwataedaegyo Bridge Cable stayed 500 2016

Sepungdaegyo Bridge Cable stayed 220 2019

Dunbyungdaegyo Bridge Cable stayed 200 2019

Hwayang Jobaldaegyo Bridge Cable stayed 500 2019

Palyeongdaegyo Bridge Suspension 850 2016

Sorokdaegyo Bridge Suspension 250 2009

Geogeumdaegyo Bridge Cable stayed 480 2012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5]

Table 2. Action tips in the disaster response manual for special 

bridges [6]

Disaster 

Levels

Disaster 

Categories
Criteria Actions

Level A

Earthquake

MMI ≧ Ⅶ

(PGA ≧ 100 gal) 

· traffic restrictions

· regular inspection

· urgent inspection (p.r.n)

Level B
MMI ≧ Ⅵ

(PGA ≧ 60 gal) 

· traffic warning

· 50% traffic speed reduction

· regular inspection

· urgent inspection (p.r.n)

Level C
MMI ≧ Ⅴ

(PGA ≧ 30 gal) 

· check emergency call list

· regular inspection

Others
Abnormal 

Vibration

≧ 50 gal

(center of the 

tower girder)

· traffic restrictions

· regular inspection

· urgent inspection (p.r.n)



가속도계를 이용한 사장교의 지진거동 계측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285

3. 진동계측자료 기반 안전성평가 시스템

3.1 가속도센서의 설치

특수교량은 긴 지간과 케이블 지지구조로 인하여 구조적 거동이 복잡하

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다[7]. 구조 안전성의 모니터링을 위

해 구조물에 설치된 여러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

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판단하고 있다. 교량의 구조

적 안전성을 판단할 경우 교량의 전역적 시스템과 국부적 부재에 대한 상태 

평가를 위한 계측센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8-9]. 교량 구조물에 설치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와 소요 개수는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조

체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는 교량의 경우에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 26호, 발령·시행 2020.6.4.)[10]을 참고하

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량의 형식에 따라 계측기의 소

요 개수에 차이가 있다(Table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자유장, 교량 기초부, 교량 구조물에 모두 설치하

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예제 구조물로 사용된 교량은 주탑이 2개 

이하인 사장교이며 주탑의 형태는 H형이다. 이를 Table 3의 지진가속도계

측기 위치와 채널을 반영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Fig. 2의 

계측기 위치 번호 ①~⑤는 각각 Table 3에서 Cable-stayed Bridges(# 

towers 2)의 경우에 표기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와 채널에 대한 설명

과 대응된다.

지진가속도계측센서의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계측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계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성능을 만족하는 계측

센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

칙�(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21)[11]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센서의 성능

과 규격을 지정하여 표준 규격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2 안전성평가지표

본 절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사장교

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로부터 도출 가능한 다양한 구조 분석지표

Fig. 2. Locations of accelerometers for cable-stayed bridges (H-shape towers, number of towers ≦ 2)

Table 3. Location of Accelerometers for suspension and cable- 

stayed bridges [10]

Bridge Type Locations of Accelerometers Channels

Suspension 

Bridges

Tower

Top of foundation
1 location 3 ch.

(1 vert. 1 long. 1tran.)

Girder location
2 locations 3 ch.

(2 long. 1 tran.)

Top of tower
2 locations 3 ch.

(2 long. 1 tran.)

Deck
Center of a main 

span

2 locations 3 ch.

(2 vert. 1 tran.)

Top of anchor block
1 location 3 ch.

(1 vert. 1 long. 1tran.)

Cable
1 location 1 ch.

(normal to the cable plane)

Cable-stayed 

Bridges

(# towers ≦ 2)

Tower

Top of foundation

①

1 location 3 ch.

(1 vert. 1 long. 1tran.)

Girder location

②

2 locations 3 ch.

(2 long. 1 tran.)

Top of tower (H)

③

2 locations 3 ch.

(2 long. 1 tran.)

Top of tower (A)
1 locations 2 ch.

(1 long. 1 tran.)

Deck
Center of a main 

span ④

2 locations 3 ch.

(2 vert. 1 tran.)

Cable
Outermost

⑤

1 location 1 ch.

(normal to the cable plane)

Cable-stayed 

Bridges

(# towers ≧ 3)

Tower

Top of foundation
1 location 3 ch.

(1 vert. 1 long. 1tran.)

Girder location
2 locations 3 ch.

(2 long. 1 tran.)

Top of tower (H)
2 locations 3 ch.

(2 long. 1 tran.)

Top of tower (A)
1 locations 2 ch.

(1 long. 1 tran.)

Deck

more than 2 spans along the length of a bridge

Center of a major 

span

2 locations 3 ch.

(2 vert. 1 tran.)

Cable Outermost
1 location 1 ch.

(normal to the cabl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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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시하였다. Fig. 3은 사장교에서 계측되는 가속도 데이터를 변위 및 

진동수로 변환하고 안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낸 

개념도이다. 빨간색으로 연결된 평가지표는 시간이력 자료를 기반으로 도

출된 최대 응답이며, 초록색으로 연결된 평가지표는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및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이용한 진동수 분석으로 도

출된다. 다음의 3.2.1절 ~ 3.2.3절에 설명된 평가 지표 산정 방법은 Fig. 3에 

나타난 자료를 변수로 하여 정의되었다.

3.2.1 자유장 계측자료 기반 평가지표

(1) 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가속도는 자유장 가속도계측기의 남북 가속도 성분(GNA_T)

과 동서 가속도 성분(GEA_T) 절대값의 최대값을 각각 산정하고 이 중에 

큰 값으로 하거나, 수평 양방향 성분들을 합성한 가속도 절대값의 최대값으

로 정한다. 한 방향 수평성분 중 최대값이나 양방향 합성성분 중 최대값 중

에서 교량의 설계기준이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표로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자유장 계측기록을 교량 구조물의 계측기록과 연동하여 활용하기 위해

서는 자유장 가속도계의 남북(N-S)과 동서(E-W) 방향 수평 성분을 교량의 

종방향(교축방향, Longitudinal direction)과 횡방향(교축 직각방향, Tran-

slational direction)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2) 유효최대가속도

유효최대가속도는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에서 진동주기가 0.1초 ~ 0.5초 

사이의 데이터를 평균하고 정상화계수(normalizing factor) 2.5로 나누어

서 구할 수 있는 값이다. 유효최대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보다 작은 경우

가 많다.

(3) 자유장 고유진동수

지반의 고유진동수는 H/V 스펙트럼비 방법[12]으로 도출하는 데, 이는 

방법이 쉽고 단일 관측소 자료만으로 자유장의 진동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반 고유진동수가 구조체의 고유진동수와 비슷하면 

공진으로 인한 구조체 응답의 증폭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반고

유진동수와 구조체 고유진동수의 비율을 안전성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반 고유진동수 도출 방법과 안전성 평가지표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지진가속도 계측신호 분석 프로그램 개발[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2 주탑 계측자료 기반 평가지표

(1) 주탑 하부 종변위 최대값

주탑 하부 종변위는 Fig. 2에 표시된 주탑의 계측 위치를 참고하여, 주탑

의 상판 위치 ②의 X 방향 변위에서 주탑의 기초부 ①의 X 방향 변위를 뺀 

상대변위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주탑 하부 종변위 

최대값은 식 (1)의 시간이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1)

여기서,   : 주탑 하부 종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기초상단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2) 주탑 하부 횡변위 최대값

주탑 하부 횡변위는 Fig. 2에 표시된 주탑의 계측 위치를 참고하여, 주탑

Fig. 3. Data processing procedures overview for safety assessment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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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판 위치 ②의 Y 방향 변위에서 주탑의 기초부 ①의 Y 방향 변위를 뺀 

상대변위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주탑 하부 횡변위 

최대값은 식 (2)의 시간이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2)

여기서,   : 주탑 하부 횡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기초상단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3) 주탑 하부 비틀림각 최대값

주탑 하부 비틀림각은 Fig. 2에 표시된 주탑의 계측 위치를 참고하여, 주

탑 상판 위치 ②의 두 센서에서 각각 도출되는 X 방향 변위 간의 차이를 센

서 사이의 거리인 상판 양단 간의 길이 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주탑 하부 비틀림각 최대값은 식 (3)의 시간이

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3)

여기서,   : 주탑 하부 비틀림각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4) 주탑 상부 종변위 최대값

주탑 상부 종변위는 Fig. 2에 표시된 주탑의 계측 위치를 참고하여, 주탑

의 꼭대기 ③의 X 방향 변위에서 주탑의 상판 위치 ②의 X 방향 변위를 뺀 

상대변위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주탑 상부 종변위 

최대값은 식 (4)의 시간이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4)

여기서,   : 주탑 상부 종변위 시간이력



 : 주탑 꼭대기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꼭대기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5) 주탑 상부 횡변위 최대값

주탑 상부 횡변위는 Fig. 2에 표시된 주탑의 계측 위치를 참고하여, 주탑

의 상판 위치 ②의 Y 방향 변위에서 주탑의 기초부 ①의 Y 방향 변위를 뺀 

상대변위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주탑 상부 횡변위 

최대값은 식 (5)의 시간이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5)

여기서,   : 주탑 하부 횡변위 시간이력



 : 주탑 꼭대기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6) 주탑 상부 비틀림각 최대값

주탑 상부 비틀림각은 Fig. 2에 표시된 주탑의 계측 위치를 참고하여, 주

탑 꼭대기 ③의 두 센서에서 각각 도출되는 X 방향 변위 간의 차이를 센서 

사이의 거리인 주탑의 두 첨부 간의 길이 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주탑 상부 비틀림각 최대값은 식 (6)의 시간이

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6)

여기서,   : 주탑 상부 비틀림각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탑 상판위치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3.2.3 상판 계측자료 기반 평가지표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특수교량의 주경간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드

물지만, 주경간 중앙부 상판의 거동은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성을 파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1) 주경간 상판 수직 변위

주경간 상판 수직 변위는 Fig. 2에 표시된 주경간 중앙부 상판의 계측 위

치를 참고하여, 주경간 중앙의 상판 ④에서 두 개의 수직 방향 변위의 평균

값으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7)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주경간 상판 수직 변위 

최대값은 식 (7)의 시간이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7)

여기서,   : 주경간 상판 수직 변위 시간이력



 : 주경간 중앙의 상판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경간 중앙의 상판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2) 주경간 상판 횡변위

주경간 상판 횡변위는 Fig. 2에 표시된 주경간 중앙부 상판의 계측 위치

를 참고하여, 주경간 중앙의 상판 ④에서 Y 방향 변위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8)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주경간 상판 횡변위 최대값은 식 (8)의 시간이력에 

대한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8)

여기서,   : 주경간 상판 횡변위 시간이력



 : 주경간 중앙의 상판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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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경간 중앙부 상판 비틀림각

주경간 중앙부 상판 비틀림각은 Fig. 2에 표시된 주경간 중앙부 상판의 

계측 위치를 참고하여, 주경간 중앙부 상판 양단의 두 센서④에서 각각 도

출되는 Z 방향 변위 간의 차이를 센서 사이의 거리인 주경간 중앙부 상판 양

단 간의 길이 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아래의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

다. 주경간 중앙부 상판 비틀림각 최대값은 식 (9)의 시간이력에 대한 절대

값의 최대값으로 산정된다.

  




  (9)

여기서,   : 주경간 중앙부 상판 비틀림각 시간이력



 : 주경간 중앙의 상판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 주경간 중앙의 상판에서 계측된  성분의 변위 시간이력

3.2.4 케이블 계측자료 기반 평가지표

강진의 발생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 케이블의 손상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지표로 아래와 같이 케이블

의 장력 및 휨강성을 이용할 수 있다. 케이블의 장력 및 휨강성은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예측한다. 

a. 케이블 면외 방향 가속도 시간이력 

 계측 

b.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이용하여 케이블

면외 방향 가속도 시간이력에서 고유진동수를 추출

c. 진동수(f) ∙ 차수(n) 곡선에서 기울기(a) 와 절편(b) 계산(Fig. 4)

d. 식 (10)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장력(T) 및 휨강성(EI)을 계산[14]

 





×  ,  
  




×  (10)

여기서  : 케이블의 장력,  : 케이블의 단위 중량()

 : 케이블의 휨강성,   : 케이블 유효길이()

 : 중력가속도(sec ),  : 진동수·차수 곡선에서 기울기

 : 진동수·차수 곡선에서 절편

3.2.5 진동수 변화율 기반 평가지표

시간영역에서 측정된 주탑의 상부와 주경간 중앙부 상판의 계측데이터

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후, 식 (11)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주탑 기초부의 계측데이터와의 비를 계산하여 각각 위치에서의 주파수 스

펙트럼을 작성한다. 계산된 주파수 스펙트럼을 3점 가중 평균 필터를 이용

하여 구하고자 하는 위치와 기초부의 스펙트럼비를 평활화하면 주탑 또는 

상판에서의 고유진동수를 전달함수에서 피크 점의 위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발생 전·후의 진동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구조체의 손상 유무를 예

측할 수 있으므로, 주탑과 상판의 진동수 변화율을 안전성 평가지표로 사용

할 수 있다.

 
  

  
(11)

여기서,  : 고유진동수를 찾기 위한 전달함수

    :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주탑 상부(또는 상판)의 스펙트럼비


    :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주탑 기초부의 스펙트럼비

위에서 정의된 다양한 안전성 평가지표들이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4. Safety assessment indices for cable-stayed bridges

Locations Responses Assessment Indices Symbols

Free-field -

Peak ground acceleration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Natural frequency of soil 

Structure

Tower behaviors

Long. displacement 

at deck level of the tower


Trans. displacement 

at deck level of the tower


Torsional angle 

at deck level of the tower


Long. displacement 

at top of the tower


Trans. displacement

at top of the tower


Torsional angle 

at top of the tower


Responses of the deck 

of a main span

Vert. displacement

at the deck of the mid-span


Trans. displacement

at the deck of the mid-span


Torsional angle

at the deck of the mid-span


Cable responses
Tension force and flexural 

stiffness of cable
, 

Vibration frequency

Change of vibration 

frequency of tower


Change of vibration 

frequency of deck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and the order of vib-

ration mode for estimating cable tens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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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관리기준

진동계측자료를 활용한 현수교 및 사장교에 적용하는 관리기준의 경우, 

자유장에서 발생한 최대지진가속도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리기준치는 교량의 구조계산서, 구조해석 결과, 장기 

계측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설정된다. 또한 일부 신설 교량에는 향

후 취득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전까지 타 

구조물의 관리기준을 한시적으로 준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계측데이터의 

관리기준은 교량의 위치에 따른 지리적 특성과 교량의 복잡한 구조적 특성

에 따라 계측값의 범위가 모두 다르며,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관리기준 또

한 모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국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주로 실험 및 내하력 평가를 통해 진

행하고 있으며, 진동계측자료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는 일부 주요 시설물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설물들의 공용 연수는 대개 50년 미

만으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용성 문제가 발생한 사례

는 거의 없으므로 계측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심각한 결함을 감지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측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측데이터의 안전관리 기준

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진동계측자료 기반의 안전성 평가 수행은 시설물

을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계측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물의 다양한 응

답 특성과 외부 요인을 계측데이터 관리기준에 반영하여 그 기준을 확립하

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시설물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관리기준은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진동계측데이터를 활용하는 도출할 수 있는 분

석지표들을 안전성 평가지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시한 평가지표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획일화된 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

된 내용은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과 같은 진동에 의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공공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성과 사용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판단 후 즉각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긴급하게 구조물의 상태

를 파악하는 것을 긴급 안전성 평가로 정의하며, 긴급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이벤트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벤트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발령된 조치들이 신속하게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가 종료

된 이후에도 구조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구조적 결함 여부를 상

세하게 판단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구조물에서 수집한 진동계측자료를 활

용하여 도출한 평가지표는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평가하는 상시 안

전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4. 계측 시스템의 시험 적용

개발한 시스템의 계측자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용성 및 지진 거동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 교량에서 측정된 지진 계측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제 교량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거북선

대교이다. 거북선대교는 주탑 높이 90 m, 최대 경간장 240 m인 H형 주탑 

사장교로 건설되었다[Fig. 5]. 분석 대상이 된 예제 계측자료는 2016년 7월 

4일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발생한 진동에 의한 이벤트 

Fig. 5. Overview of the reference bridge (Geobukseon-daegyo Bridge)

Fig. 6. Sensor locations of the referenc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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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이 지진의 진앙과 예제 교량 사이의 거리는 229 km이다.

예제 교량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센서는 총 8개로 한 개의 3축 지진

가속도 계측센서가 주탑의 기초에 설치되었고, 세 개의 2축 지진가속도 계

측 센서가 각각 주탑 꼭대기, 주탑의 상판 높이, 주경간 중앙부 상판에 설치

되었으며 네 개의 1축 지진가속도 계측센서가 각각 주탑 꼭대기, 주탑의 상

판 높이, 주경간 중앙부 상판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최외각 케이블에 설치

되었다. Fig. 6은 상술한 지진가속도 계측센서 종류 및 설치 위치를 도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제 교량과 인접한 자유장에 3축 가속도센서가 추가

로 설치되어 있다. 

계측된 최대지반가속도는 1.4 gal로 설계지반가속도(0.153 g)의 0.93% 

수준이다. 지진으로 인해 예제 교량에서 계측된 가속도 시간 이력은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맞추어 MiniSEED 형식의 Binary 파

일로 수집된다. 이를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형식으로 변환하고 모든 채

널의 시각을 동기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두 개 이상의 시간 이력을 

상호 분석하여 계측대상의 상대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측 샘플

(Sample)의 동시성이 보증되어야 하며, 시간동기화 과정을 통해 계측 및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이력 사이의 시차를 제거할 수 있다. 자

료 형식 변환 및 시간동기화 과정이 수행된 이후 계측자료에 포함된 잡음 신

호(Noise)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링 과정과 기준선 보정이 수행된다.

계측자료 처리 과정이 완료되면 이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도출과 상태 평

가 단계로 이어진다.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계측자료 분석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ig. 7-(a)는 자유장에서 계측된 수평 가속도 시간이력의 두 성분(N-S, 

E-W)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지반가속도는 수평 지반가속도 시간 이

력의 절대값의 최대값으로 산정하는 데, 수평 지반가속도 시간이력은 

두 수평 성분 계측자료의 벡터 합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장(지반) 계측

자료의 수직 성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Fig. 7-(b)는 주탑 꼭대기에서 

종방향의 가속도 시간이력이다. 지반의 진동이 구조물의 응답으로 인

해 증폭되어 지반에서 계측된 가속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Fig. 8-(a)는 주탑의 종방향 변위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탑 상

부(상판-꼭대기)의 변위가 전체 변위와 거의 같음을 관찰할 수 있으

며, 주탑 하부는 강성이 매우 크고 변위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Fig. 8-(b)는 주경간 중앙부 상판의 수직 변위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

다. Fig. 2에서 ④위치의 두 계측기로부터 산정된 수직변위는 각각 방

향이 어긋나고 있다. 한쪽이 위로 움직이면 나머지 하나는 아래로 움직

이는데, 이러한 거동으로 상판 단면의 교축 중심 비틀림이 커지고, 두 수

직 변위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상판 단면 중심의 수직 변위는 줄어든다. 

만약, 이 두 개의 수직 센서 중 하나의 방향을 반대로 분석한다면, Fig. 

8-(b)의 파란선과 오렌지선은 시간에 따른 변동은 서로 같이 진행되며, 

이는 위에서 설명한 주경간 중앙부 상판의 거동 분석과 정반대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분석 시스템에서 센서의 physical factor 및 방향의 

설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주탑의 고유진동수 변화는 상시 고유진동수와 이벤트 발생 후 신규 계

측된 고유진동수의 백분율 비로 나타낼 수 있다. 고유진동수는 전달함

수(Transfer Function)의 첨두(Peak)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도

출할 수 있으며[15, 16], 전달함수는 시간 이력 자료를 고속 푸리에 변

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예제 지진으로부터 계측된 응답가속도 시간 

이력을 푸리에 변환하여 도출한 주파수 영역의 계측 분석 결과가 Fig. 9

에 나타나 있다.

(5) 케이블 장력 변화율은 주탑의 고유진동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가속도 

계측자료의 주파수 영역 분석 결과(Fig. 9-(c))를 기반으로 도출된다. 

3.2.4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케이블 진동의 주파수 영역 분석 결과에서 

첨두 분포를 기반으로 케이블의 장력 변화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케이블 장력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a) Acceleration time histories at free field in horizontal directions

(b) Acceleration time history at top of the tower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Fig. 7. Acceleration time histories measured on the free field and referenc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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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제시된 가속도

계측기 설치위치를 활용하여 사장교의 구조적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

석지표들을 도출하였다. 사장교에서 계측되는 가속도 데이터를 변위 시간

이력 및 진동수로 변환하고 안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기단의 상부, 주탑, 경간 중앙부 상판 등 여러 위치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로부터 입수된 계측자료를 조합하여 다양한 분석지표를 

정의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기반으로는 제시한 평가지표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획일화된 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향후 심

(a) Longitudinal displacement of the tower of the reference bridge

(b)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deck at mid-span

Fig. 8. Displacement time histories

(a) Top of the pylon (longitudinal direction)

(b) Center of the span (vertical direction)

(c) Cable (out of plane direction)

Fig. 9. Frequency domain analyses - Fourier amplitude spectra of measured accel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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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취득 및 처리와 안전성 분석지표의 계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예제 교량인 거북선대교에 적용하여 개

발된 프로그램의 사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계측자료 처리 

및 안전성 평가지표 도출 시스템은 지진과 같은 재난발생 시 사장교에 대한 

긴급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특수 교량의 

지속적인 공용을 위해서 지진이 종료된 후 계측데이터의 상세한 분석을 통

해 상시 안전성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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