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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ports the mode shapes of Seohae cable-stayed bridge extracted by TDD technique. In order to record total 72

acceleration points in the vertical direction of the bridge deck, a custom made data acquisition system with LAN commu-

nication has been especially developed and a set of ambient vibration tests has been conducted. For the measured acceleration

responses, total twenty four mode shapes up to 2Hz has been extracted by TDD technique. The extracted mode shapes include

many new modes that have not been identified in the current on-line health monitoring system installed in the bridge. It is con-

firmed that TDD technique is the most effective in extracting the high resolution mode shapes on a particularly long spa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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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은 서해대교 사장교의 보강형에 대한 고해상도 다점 모드형상을 TDD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사례를 소개한다. 상

시진동에 대한 진동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총 72개의 센서위치에서 수직방향 가속도 시간응답을 계측할 수 있는 계측 통신망

이 구축되었다. 계측된 가속도 시간응답에 대하여 TDD기법을 적용하여 총 24차 수직방향 모드형상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모드형상은 현재 운용중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계측되지 못한 많은 모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장대교량과 같이 대형구

조물의 고해상도 모드형상 추출에는 다른 여러 가지 동특성 추출기법보다 TDD기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핵심용어 : 모달 분석, 상시진동실험, 모드형상, 사장교, 시스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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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케이블을 이용한 장대 교량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교량의 장경간화에 따라서 교량의 동적특성 파악은 매우 중

요한 실무 문제이다.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이용하여서 구조

물의 건전도를 평가(structural health monitoring)하거나

(Kim 등, 2005a; Kim 등, 2006), 개발된 유한요소 모델이

실측된 진동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모델개선

(finite element model updating) 작업(Mottershead and

Friswell, 1993)은 계측된 시간이력으로부터 구조물의 고유특

성치(modal parameters)의 추출이 선행 프로세스(preprocess)

이다.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감쇠비 등과 같은 고유특

성치를 추출하는 방법은 “입력 및 응답신호를 모두 이용하

는 방법(forced vibration test)”과 “응답신호만을 이용하는

방법(ambient vibration test)”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전

자의 경우는, 구조물의 가진신호(excitation signal)와 응답신

호(responses signal)를 모두 계측하여서 고유특성치를 추출

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1980년대까지 수많은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Juang and

Pappa, 1988; Ewins, 2000). 후자의 경우는, 구조물의 가진

신호를 계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응답신호만을 이용하여서 고

유특성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토목구조물에 대해서 1970

년대부터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Amussen

1997, Farrar and James 1997). 여기서, 토목구조물과 같이

규모가 대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은 적용이 용이

치 않다. 왜냐하면, 강제 가진(forced excitation)이 상대적으

로 어렵고 위험하며, 바람, 파랑, 비, 진행교통량 등 가진

신호의 계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토목구조물과 같이, 가진신호의 계측이 용이치 않고

응답신호만 계측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고유치

추출기법은 PP기법(peak-picking)이다(Bendat and Pier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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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PP기법은 계측된 응답신호를 퓨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ation)시켜서 스펙트럼의 첨두 주파수(frequency)를

고유진동수로 취하고 상응하는 감쇠비(damping ratio)를 구

하는 기법이다. 적용이 간단하지만, 구해진 고유특성치의 정

확도가 주파수영역의 해상도(frequency resolution)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센서의 수가 많고 실

시간으로 정확한 고유치를 추출해야만하는 시스템에 적용은

용이치 않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수많은 연구가 시간영역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학술논문에 인용되는 연구 성과는 ITD(Ibrahim time

domain) 기법(Ibrahim and Mikulick, 1977)이다. ITD 기법

은 자유진동 응답신호, 소위 RD(Random Decrement) 함수

(Ibrahim, 1977; Vandiver 등, 1982), 로부터 고유특성치를

추출하는 방법이며, 응답신호로부터 RD함수를 추출하는 것

이 먼저 수행 되어져야한다. ITD기법은 우주항공구조물에 폭

넓게 적용(Ibrahim, 1977) 되었으며 최근에 대형 토목구조물

에도 적용사례가 보고되고 있다(Amussen 1997). 그러나

ITD기법으로 추출된 고유특성치의 정확도는 RD함수의 추출

정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료처

리 기술을 요구하며, 실시간 자동화가 용이치 않다. 게다가,

ITD기법의 적용상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잡음(noise)이나, 계

측자료의 불규칙성 등 때문에 가짜모드(fictitious mode)가

발생한다는 것이다(Ewins 2000). 이러한 ITD의 문제점을 극복

하기위해서 개발된, 보다 진보된 방법은 ERADC(Eigensystem

Realization Algorithm with Data Correlation) 기법(Juang

1994)이다. ERADC기법은 단위 펄스응답(unit pulse-

response)으로부터 고유특성치를 추출한다. 이때, 구조물의 고

유진동수 부근에서 가진신호의 주파수성분은 일정(constant)

하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비록, ERADC기법 및

변종기법인 SSI(Stochastic Subspace Identification)기법

(Peeters and Roeck 2000)은 상대적으로 세련되고 체계적이

지만, 기존 ITD기법의 가짜모드 발생 등과 같은 단점은 완전

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ERADC기법은 측정해야 할

센서의 수가 많은 경우에, 시간영역에서 요구되는 특이치해석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의 계산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고유치 추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주파수영역 자료를 이용해서 고유치를 추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FDD(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기법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이다(Brinker 등 2000). FDD

기법은 백색잡음가진(white noise excitation)을 가정하여 응

답스펙트럼행렬(output spectral density matrix)에 SVD를

수행하고 고유특성치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FDD기법은 단자

유도기법(single degree of freedom)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TD기법이나 ERADC기법처럼 가짜모드가 발생할 여지가 없

다. 그러나 FDD 기법은 스펙트럼에 ZP(zero-padding)기법을

적용한 후에 역퓨리에 변환을 통하여 단자유도 시간응답을

얻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역시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

료처리 기술뿐 만 아니라, 많은 양의 계산이 요구되므로, 고

유치추출의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용이치 않

다. 즉, FDD기법은 PP기법보다 진보되었지만, 대형구조물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위와 같이, 가진신호의 계측 없이 응답신호 만으로부터 고

유특성치를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들(PP기법, ITD기법,

ERADC기법, SSI기법, FDD기법)은, 대형 토목구조물과 같

이 요구되는 센서의 수가 많고 실시간으로 고유치를 추출해

야하는 시스템에 적용이 어렵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많은 양

의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 무리이며, 요구되는 고난

이도 자료처리기술을 자동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수의 센서가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분야

이다. 첫째, 진동특성을 이용한 건전도 평가기법들 중에서 많

은 수가 높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고해상도 모드형상을 요구

하고 있으며(Pandey and Biswas, 1991; Kim 등, 2005a;

Kim 등, 2006), 둘째, 구조물의 장기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정밀 유한요소모델은 모델개선(model calibration)을

위하여 많은 수의 센서위치에서의 모드형상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고유치추출기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에 개발된 기법이, 소위 TDD(Time Domain Decomposition)

기법(Kim 2005b)이다. TDD기법은 대형 구조물의 고해상도

모드형상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다. TDD기법

의 독창성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

중에 하나인 변수분리(separation of variables)의 원리를 고

유치 추출기법에 적용한 것이다. 즉, 모드형상과 같은 공간

변수들(spatial variables)과, 고유 진동수나 감쇠비 같은 시

간변수들(temporal variables)은 서로 독립적 변수들로 추출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특정 단일모드에 대한 공간변수(모

드형상)를 우선 추출하고, 그 후에 상응하는 시간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ITD기법과

ERADC기법의 막대한 계산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둘째,

응답 신호들로부터 단일모드의 시간응답을 얻기 위해, TDD

기법은 FDD기법의 역퓨리에 변환이나 ITD기법의 RD함수

가 아닌, 디지털 필터(digital band pass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필터를 사용하면, 앞서 언급한 고난이도의 자

료처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하다. 또

한 이러한 단자유도 접근방법은 ERADC기법과 ITD기법이

가지고 있는 가짜모드발생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

나, 기 발표된 TDD 관련 논문에서는, 대규모 고해상도의

모드형상을 실시간으로 추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지

만, 디지털 필터링되어진 단자유도 시간이력으로부터 시간변

수들의 추출방법은 여전히 기존의 기법들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장대교량의 경우, 1994년 공포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교량 준공 후 초기재하시험을

수행하여야한다. 그러나 강제진동실험에 의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 측정은 일부 수행되었으나 모드형상 측정 및 상시진

동실험은 일부의 적용사례들(윤자걸 등, 1999; 정대성 등

2002)을 제외하고는 미약한 수준이다. 게다가, 모드형상 추출

을 위하여 적용된 기법들은 모두 PP기법을 적용하였고, 새

로운 기법의 적용연구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

문(I. 모드형상)을 통하여 서해대교 사장교 보강형의 고해상

도 다점 모드형상을 TDD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TDD기

법의 현장 적용성 및 실용성을 장대교량에 대하여 검증하고

자 한다. 또한, 동반 논문(II. 고유진동수와 감쇠비)을 통하여

기 발표된 TDD기법의 시간변수 추출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

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우선 TDD기법의 간략한 이론적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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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오프라인(off-line)상태에서 실시한 다점 상시진동

시험을 소개하고, 계측된 시간응답자료에 대하여 TDD기법

을 반복 적용한 고해상도 모드형상 추출과정을 소개 한다. 

2. TDD 기법

TDD기법은 Kim 등(2005b)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TDD기

법의 기본 원리는 시간변수와 공간변수를 분리하여 생각하

는 변수분리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단순지지 보에 p개의 가속도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

하면, 임의시간 t에서 응답가속도의 시간이력은 다음과 같이

모드형상을 기저(basis)로 하는 선형조합(linear superposition)으

로 기술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가속도벡터, 

는 i번째 모드형상벡터, 그리고 는 i번째 기여도

(contribution factor)를 나타낸다. 위첨자의 점들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나타내고, 아래첨자 p는 센서위치를 나타낸다.

시간에 대해서 연속인 가속도 응답신호들을 균등한 샘플주기

Δt로 계측하면, 계측 가속도 시간응답은 다자유도 다점 가속

도 시간응답이 된다. 임의의 시간 를 심볼 k로 표시

하면 계측 가속도 시간응답은 다음과 같이 근사된다.

(2)

여기서, n은 계측가속도 신호에 녹아있는 모드의 수이다. 이

때, 기본 가정은 샘플링 빈도안에 n개의 지배적인 모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상기 다자유도 신호로부터 i번째

모드만을 가지고 있는 단자유도 신호를 우선 추출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i번째 모드만을 걸러 낼 수 있는 디지털 밴드

패스 필터(digital band pass filter)를 설계하여 식 (2)의 다

자유도 신호를 통과시킨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i번째 모드

만을 가지고 있는 단자유도 가속도 응답 신호 을 추출

할 수 있다. 

(3)

만약 N개의 가속도 시간 샘플을 수집하였다면, 식 (3)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4)

상기 식 (4)를 좀더 간략한 행렬식으로 다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행렬 Yi는 i번째 모드만 가지고 있는 단자유

도 가속도 신호를 나타내며, 식 (4)의 좌측 첫 번째 행렬을

나타낸다. 또한 벡터 는 i번째 모드의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낸다. 이제, 식 (5)에서 얻은 i번째 단자

유도 가속도 응답신호의 에너지 상관관계 행렬(output

energy correlation matrix)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자. 

(6)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너지 상관관계 행렬 의 크기가

로서 시간 샘플 수 N의 함수가 아니고, 센서수 p만의

함수라는 것이다. 식 (5)를 식 (6)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상수 는 기여도 의 에너지 강도를 나타

낸다. 

상기 식 (7)은 i번째 가속도 응답신호에 잡음이 없는 이

상적인 경우이고, 실무에서는 계측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

에 의한 잡음(noise)을 무시할 수 없다. 식 (7)의 에너지 상

관관계 행렬에 존재하는 잡음을 i번째 모드형상에 대한 직

교 잡음 공간(orthogonal noise space)으로 조합하여 표현하

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8)

여기서, 벡터 ψj는 j번째 잡음 기저를 나타내고, 상수

σj는 j번째 잡음모드의 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식 (8)은

좀더 간편한 행렬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는 특이벡터행렬(singular vector

matrix)이고, 는 특이치행렬을 나타

낸다. i번째 단자유도 가속도응답의 지배적인 에너지는

i번째 모드형상 ϕ i이므로 특이값의 크기 순서는

이다. 그러므로 식 (9)으로부터 i번째 모드

형상 벡터는 Ei의 특이 벡터 행렬 중에서 첫 번째 열벡터

(column vector)임을 알 수 있다.

요약해서, 계측된 다자유도 가속도 시간응답으로부터 i번

째 모드형상 추출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통하여 획득

된다. 첫째, 계측된 다자유도 가속도 신호의 스펙트럼

(spectrum)을 검사하여, 몇 개의 모드가 가진되었는지를 알아

낸다. 만약 n개의 모드가 가진되었다면, 가진된 모드가 포함

된 n개의 주파수범위를 대략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결정된

n개의 대략적 주파수범위에 대하여 각 주파수범위만을 걸러

낼 수 있는 n개의 디지털 밴드 패스 필터들을 설계한다.

셋째, 계측된 다자유도 가속도 신호 행렬을 설계된 디

지털 필터들을 각각 통과시켜서 n개의 필터링된 단자

유도 가속도 신호 Yi (i=1, …, n)를 산정한다. 넷째, i번째

모드에 대해서 산정된 Yi를 식 (6)에 대입하여서 i번째

응답 에너지 상관관계 행렬 Ei를 산정한다. 다섯째, 산

정된 Ei를 식 (9)와 같이 특이치 분해과정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통해서,  특이벡터행렬 U을 산

정한다. 그러면, U의 첫 번째 열벡터가 얻고자하는 i번째

모드형상 ϕi가 된다. 

상기 다섯 단계들에 따른 모드형상 추출기법을 TDD(time

domain decomposition)이라 하며, TDD방법의 장점은 다음

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식 (9)을 살펴보면, 수치 계산

량이 많은 특이치 분해과정은 단지 행렬 Ei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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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행하면 된다. 즉 계측 시간 샘플의 수 N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ERADC기법이나 FDD기법의 요구되는 특이치 분해과정은

센서의 수  p뿐만 아니라, 계측 시간 샘플 N, 그리고 잡음

제거를 위해서 도입한 상관관계 시간지연의 수(correlation

time lag)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센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 기존 방법들이 필요한 수치 계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TDD방법은 디지털 밴드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서 단자유도

신호를 얻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필터링 과정은, 간단히 소

프트웨어적으로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자동화가 용

이하다. 반면, 기존의 방법들은 RD함수나 역퓨리에 변환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고난이도의 자료처리 능력을

요구하며, 전산 자동화가 용이치 않다.

3. 장대교량의 다점 고해상도 모드형상 추출 

서해대교 사장교에는 20개의 가속도계가 주탑 및 보강형

에 설치되어 있으며, 20분 간격으로 고유진동수가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서해대교 준공직후 수행된 초

기재하시험결과를 토대로 5차까지의 저차 고유진동수 만을

저장하고 있으며(박종칠 등, 2006), 모드형상 추출 및 감쇠

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은 제한된 수량의 가속도계와 상시 진동만을 이용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보강형에 부착되어 있는 가속도계

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모드형상 추출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1) 설치된 가속도계의 수가 작아서 고차모드의 형상 확인

이 어려움. 

(2) 고해상도 모드형상의 분석을 통한 지점의 경계조건 및

거동 확인이 어려움. 

(3) 고차의 진동수와 모드형상을 필요로 하는 후속 연구들

을 위한 자료제공이 어려움. 

(4) 서해대교 계측시스템은 신호수집 및 저장에 대한 일관

성을 갖기 위해 모든 동적신호들에 대하여 공통으로 100

Hz로 샘플링하고 있으나, 구조물의 주요모드는 대부분 1 Hz

이하에 모여 있기 때문에 후속되는 모달분석 단계에 보다

정확한 자료획득을 위하여 10 Hz 미만으로 샘플링된 가속도

신호가 필요함.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해대교 보강형에 대한 고해상도 모

드형상 확보를 위하여, 상시진동에 대한 다점 가속도 계측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계측데이터에 대한 모달분석을 수행하

여 서해대교 유지관리 및 장기거동분석의 기초자료를 확보

하고자 하였다. 

현장 진동실험은 서해대교 사장교구간 990 m에 대하여

기준점 4개 지점을 포함한 총 80개 지점의 상시진동에 대한

보강형의 가속도신호를 2006년 12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센

서 이동 기법(roving sensor technique)으로 수행하였다. 교

량의 주경간을 좌우로 나누고 양쪽 측경간을 포함하여 총 4

개의 측정구간으로 분할하여 가속도 신호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측정구간은 그림 1에서 최좌측 센서로부터 죄측 주탑

까지이고, 두번째 측정구간은 죄측 주탑으로부터 보강형 중

앙까지이다. 세번째 측정구간은 보강형 중앙에서 우측 주탑

까지이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측정구간은 우측 주탑부터 최

우측 센서까지이다. 그리고 겹치는 이동 측점은 없었다. 가

속도계의 설치위치는 그림 1에 보인다. 여기서, 가속도계는

총 23개를 이용하였고, 이 중 4개의 가속도계는 주경간 보

강형에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서 고정 설치하였다. 나머

지 19개의 가속도계는 이동 측정하였으며, 기록된 가속도 신

호들은 기준점에 대하여 보정하였다. 기준점 4개 중에 3개

(Ref. 1, Ref. 2, Ref. 3)는 보강형의 수직가속도 측정을 위

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수평가속도 측정을 위한 것이다.

가속도 신호의 수집은 데이터로거 3개를 통하여 동시 측정

하였다. 여기서, 총 3개의 데이터로거 중 1개의 데이터로거

는 기준점 기속도계 4개를 위한 것이며, 2개는 이동 가속도

계 19개를 위한 것이다. 이동 가속도계 중에서 18개는 보강

형의 수직방향 가속도 측정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1개는

수평방향 가속도 측정을 위한 것이다. 현장 진동실험 후에

모달분석단계에서 수평방향 계측 가속도 신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수평방향 모드는 상시진동하에서 가진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직

방향 가속도신호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서해대교 사장교 구간 보강형의 다점 모드형상 추출을 위

한 모달시험(modal test)에서 각 시험세트 별 기술적 어려움

은 최대 400 m 이상 되는 구간에서 23개의 가속도계로 부

터 동시에 신호를 수집가능 하도록 계측 통신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과 시험기간 내에 80개의 측정지점에 대해 가속

도계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선 가속도계를 정확하고 빠르게

고정할 방법이 필요하였다. 계측 통신망 시스템의 구성방법

은 케이블 길이를 최소화하고 각 데이터로거를 동기화하기

그림 1. 가속도계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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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림 2와 같이 원거리 통신망을 구성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량 중앙의 기준점 가속도계를 측정하기 위

한 데이터로거 위치에 원거리 계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노

트북 컴퓨터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측정구간의 분기점 4곳은 미리 UTP LAN선을 설치하여

상행선에 위치한 데이터로거를 하행선에 위치한 HUB에 연

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행선에는 데이터로거와 함께,

HUB 및 DSL 모뎀을 위치시켜, 상행선 데이터로거 및 하행

선 데이터로거를 HUB에 연결한 후 장거리용 네트워크 장치

인 DSL 모뎀을 사용하여 교량중앙부에 위치한 네트워크 장

치에 연결하였다. 각 이동 측정지점의 데이터로거 및 통신기

기 전원은 12 Volt 배터리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측정시 가속도계를 구조물에 확실히 고정시키기 위해 총

80개의 소형 지그를 그림 3과 같이 제작하여 각 측정지점에

부착하였으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가속도 시간이력의 샘플링(sampling rate)은 20 Hz로 설

정하여 가속도 스펙트럼에서 10 Hz까지 관찰 가능하도록 하

였다. 샘플링 기간(sampling time)은 각 측정구간별로 1회당

1시간으로 총 3회를 기록하였다. 상시진동에 의한 보강형의

전형적인 수직 가속도 파형은 그림 4와 같다. 여기서 측점

C10은 그림 1의 왼쪽에서 4번째 하행선 센서(X=141.6 m)

이다. 

센서의 수가 계측하고자하는 총 측점 수보다 작기 때문에

계측된 각각의 수직 가속도신호는 그림 5와 같이 기준점들

에서 계측된 수직가속도에 대한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

를 구하여 TDD기법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경간 중앙에 위치한 각 기준점에 대한 상호상관 시계열

집합의 평균 상호스펙트럼(cross spectrum)은 그림 6에 보인

다. 그림 6a는 이동측점들(roving sensor stations)에서 계측

된 72개의 가속도 신호들과 보강형 중앙에 위치한 기준점

Ref.1 에서 계측된 가속도신호 사이의 72개 상호스펙트럼들

을 각 주파수별로 평균하여 인밴드 잡음 (in-band random

noise)를 상쇄시킨 것이다. 그림 6b와 6c는 이동측점들에서

계측된 가속도신호들을 각각 기준점 Ref.2 및 Ref.3에 대한

상호스펙트럼들의 평균이다. 주요 모드들이 2 Hz이내에 모

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점 Ref. 2에 대한 상호

스펙트럼과 기준점 Ref. 3에 대한 상호스펙트럼은 완전히 동

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하다. 이는 기준점 Ref. 2 와

Ref. 3의 위치가 대칭되는 위치에 설치되었기 때문인데, 서

해대교 사장교의 주탑 높이가 서로 달라서 완전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반면, 기준점 Ref. 1에

대한 상호스펙트럼은 기준점 Ref. 2와 Ref. 3에 대한 상호

스펙트럼들과 차이가 있다. 이는 기준점들의 위치가 다르기

그림 2. 가속도 계측을 위한 통신망 구성

그림 3. 가속도계 지그

그림 4. 측점 C10 수직 가속도 및 중앙 기준점(Ref.2) 수직 가

속도 파형

그림 5. 측점 C10의 수직 가속도와 중앙 기준점(Ref. 2)의 수직

가속도사이의 상호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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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각 기준점에 대한 상호상관 시계열들의 상관함수

(coherence function)는 그림 7에 보인다. 상관함수의 크기가

1.0인 주파수에서는 상호상관 시계열간에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림 7의 상관함수의 크기가 1.0에

근접(0.95이상)한 주파수대역 중에서 그림 7에 보이는 상관

스펙트럼의 첨두(peak)가 발생한 주파수 대역을 표 1에 기

록하였는데, 이는 TDD기법의 모드고립 (mode isolation)범

위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표 1의 우측열은 기준점별 상호스

펙트럼 중에서 각 주파수대역에서 크기가 가장 큰 기준점을

나타낸 것으로서 TDD기법을 이용하여 모드고립 상관시계열

산정시 사용한 상호상관 시계열을 나타낸다.

표 1에 보이는 고유진동수 주파수대역들에 대하여 각각의

디지털 밴드패스필터 (digital band pass filter)을 설계하고,

각각의 SDOF 신호들을 표 1에 보이는 기준점에 대하여 추

출하였다. 여기서 여러 가지 디지털 밴드패스필터 중에서 버

터워스(butterworth) 3차 필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버터워

스 필터가 패스밴드(pass band)에서 리플(ripple)이 가장 작

기 때문이다(Oppenheim and Schafer 1975). 또한, 그림 6

에 보이는 서해대교 보강형의 상호상관 스펙트럼을 살펴보

면 주요모드가 명확히 잘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드는

피크(peak)치를 중심으로 주파수의 크기가 급격히 작아지는

저감쇠시스템(underdamped system)임을 알수있다. 그러므로

저차 밴드패스필터를 사용하더라도 구조물 응답신호의 특성

상, 고차의 필터를 사용하는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고차의 필터를 사용할경우에는 계산양이 많아지고, 깁

스현상(Gibbs phenomenon)이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차

필터를 수용하였다. 한편, 너무 저차 필터를 사용하면 패스

밴드 이외의 주파스대역에서 필터의 꼬리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차 필터를 수용하였다. 또한,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하여 추출된 SDOF신호는 피크 주파수의 크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필터의 리플에 의한 매우 작

은 양이며 무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드형상은 구조물의

처짐과 같은 절대변위가 아니고, 계측점 상호간의 상대적인

변위이기 때문에, 모드 계측점들에서 동일하게 왜곡되었고,

그 크기가 매우 작다면 2차적 오차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필터는 패스밴드에서

리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지만, 왜곡의 크기가 필터

의 전체크기에 비해서 매우작기 때문에 실용상 수용되는 경

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밴드패스필터를 이용하여 추출된 SDOF신호(식(5)

의 좌측항인 Yi)에 대하여 식(6)의 좌측항의 에너지 상관관

계행렬 Ei를 각 모드별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 SDOF 신호에 대하여 특이치해석을 위한 에너지 상관관

그림 6. 서해대교 보강형의 각 기준점별 상호스펙트럼

그림 7. 각 기준점에 대한 수직가속도의 Coherence Function

표 1. 수직방향 고유진동수의 주파수 범위

Mode Frequency range (Hz) Reference points use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24 ~ 0.28
0.31 ~ 0.36
0.44 ~ 0.47
0.51 ~ 0.55
0.55 ~ 0.60
0.60 ~ 0.65
0.70 ~ 0.75
0.80 ~ 0.83
0.83 ~ 0.86
0.87 ~ 0.91
0.95 ~ 0.98
0.98 ~ 1.04
1.10 ~ 1.12
1.20 ~ 1.25
1.25 ~ 1.30
1.35 ~ 1.40
1.40 ~ 1.42
1.42 ~ 1.45
1.48 ~ 1.51
1.51 ~ 1.56
1.58 ~ 1.65
1.65 ~ 1.72
1.74 ~ 1.82
1.84 ~ 1.92

1
3
1
1
2
3
3
2
1
1
2
3
3
2
1
2
3
1
3
2
1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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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렬 Ei의 크기는 각 모드에 대하여 단지 72×72이다.

즉 SDOF 신호의 시간샘플의 수가 411,913이지만 기준점을

제외한 수직방향 계측점의 수는 단지 72점이다. 기존의

ERADC기법이나 ITD기법, 또는 FDD기법을 사용하면, 특이

치해석을 위한 행렬의 크기는 계측점의 수 및 시간샘플 수

의 함수이기 때문에 계측점의 수가 많아지면, 계산량은 기하

급수로 많아진다. 하지만 TDD기법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

는 특이치해석을 해야만 하는 행렬의 크기가 단지 계측점의

함수이기 때문에 TDD기법을 이용하면 대형 모드형상 추출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에 TDD기법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드형

상을 추출할 경우에는, 필터의 패스밴드 결정 및 필터의 설

계가 완료된 후에 TDD기법을 온라인 시스템에 설치 적용토

록 한다. 이는 구조물의 손상이나 입력하중의 변화 등에 의

한 고유진동수의 변화 범위가 필터의 패스밴드범위 내에서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적용가능하고,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의 실용적 경우들에 대해서 만족된다. 다시말하면, 실시간 처

리과정에서는 이미 설계된 필터를 통하여 다자유도 가속도

신호가 단자유도 가속도신호로 변환과정만 반복적으로 수행

된다. 이는 패스밴드 설정 및 필터설계에 필요한 고난이도의

자료처리 단계를 실시간 처리과정에서의 제거시킴으로서 처

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각 모드별로 추출된 에너지 상관관계행렬을 식(9)의 우측

항처럼 특이치해석을 수행하여 산정된 특이벡터행렬 U의 첫

번째 벡터를 취하여 총 24개의 모드가 추출되었다. 그림 8

은 저차모드 3개를 상세히보여주고 있으며, 부록에 전체 모

드형상을 수록하였다. 저차모드에서는 뚜렷한 휨모드와 비틈

모드가 발생하지만 고차모드로 갈수록 다수의 근접 모드가

발생하였다. 이는 모드형상에서 확인되듯이 서해대교가 약간

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8에서 주탑의

위치는 X=260 m와 730 m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 및 정

사각형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은 각각 하행선 및 상행선측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운용중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추출하기 어

려웠던 3차 모드와 같은 비틈모드를 포함하여 다수의 고차

모드를 다점 가속도 계측과 TDD기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얻었다. 또한, 추출된 다점 모드형상으로부터, 보강형 지점부

의 회전이 원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차 및

2차 모드형상으로부터, X=500 m~600 m 구간(중앙경간 우

측)에서 상행선측의 처짐크기가 하행선측의 처짐크기보다 크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록 그림을 관찰하여

도 4차 및 5차 모드에서 동일한 경향이 파악된다. 일반적으

로 특정구간의 처짐크기는 강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직관

적 판단으로는 상행선측 보강형의 휨강성 또는 사장케이블

의 장력이 하행선측의 그것들 보다 다소 작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4. 요약과 결론

본 논문은 서해대교 사장교 보강형의 수직방향 고해상도

모드형상을 TDD기법을 적용하여 추출하는 과정 전반을 살

펴보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장대교량의 케이블 고유진동수는 장력 및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0.4 Hz~20 Hz에 존재한다. 반면, 보강형

에 대한 주요 저차 모드는 1 Hz 미만에 분포한다. 그러므

로 정확한 동특성 추정을 위해서는 부재별로 적당한 샘플

링 주파수의 선택뿐 만 아니라 신호에 대한 장시간 계측

이 필요하다. 

2. 장대교량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모드형상은 다점 고해상

도 모드형상의 계측이 필요하다. 모드형상은 지점부의 원

활한 거동 파악, 손상도 추정, 및 완성계 수치모델의 개선

등의 기본자료로서 이용되고, 동역학적 거동이 중요한 장

대교량의 경우에 고해상도 모드형상의 추출은 구조물의 원

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3. TDD기법은 장대교량과 같은 대형구조물의 다점 고해상도

모드형상 추출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모

달분석기법들은 측점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수치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TDD기법은 측점수 증가

에 따른 수치계산량의 증가가 선형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모드형상 추출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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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TDD기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서해대교 보강형의 모드

형상 



第28卷 第5A號 · 2008年 9月 − 6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