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영역에서의 이동하중을 이용한 구조 계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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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조물은 긴 공용수명 동안, 외적 혹은 내적 원인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 주기적 계측을 통해 구조
물의 손상을 초기에 찾아내는 것은 공용수명 연장과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일이다. 기존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및 신설 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상태
그대로의 실제 구조계수를 추정하여야만 한다. 구조물의 현 상태의 구조적 결함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
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파괴시험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최근에 구조물의 동적 응답 및 동적 거
동을 이용한 평가방법인 구조계 특성 추정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1]

Wang 연구 는 입력가진값의 크기만을 미지로 가정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입력 제한조건을 정하여 기
지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최소 한 개의 자유도의 전체 시간에 대한 제한조건을 알고 있어
야 한다. 하지만 교량의 경우 자유도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 자유도에 대해서만 하중을 가하
[2]

기는 쉽지 않다. 또한 교량 모델을 이용해 Cho et al. 과 같이 수행한 결과 이동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이 정현파 하중에 의한 응답과 유사하게 얻어지므로 하중이 교량을 통과한 뒤에도 약한 정현파
하중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 정확한 구조계수를 추정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하중을 이용한 교량 모델의 구조계수를 구하는데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Cho
et al.의 방법을 따르면서 Wang과 유사한 제한사항을 두었다. 또한, 반복과정 중에 최소자승법의 해를
구하기 위해 미지행렬을 구성할 때 전단 구조물이 아닌 경우 벡터형태로 많은 요소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늘어남에 따라 계산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 개선된 행렬
형태를 적용해 보았다.

2. 반복최소자승법에 의한 구조계수 추정
본 연구에서 Wang과 유사한 제한조건으로 이동하중이 교량을 이동하는 중에는 각 자유도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반면, 이동하중이 교량을 통과한 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모든 자
유도에 대해 하중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량을 통과한 후의 ‘0’ 하중을 입력 제한조건으
로 사용하였다. 반복과정에서 최소자승법의 해를 구할 때 좀 더 간편한 방법인 원래의 감쇠행렬과 강
성행렬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지행렬이 간단한 형태로 나오며
이는 구조물의 자유도가 증가할 때,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2.1 개선된 최소자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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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질량행렬은 기지의 값으로 가정하였을 때, 미지의 감쇠행렬과 강성행렬
을 구하기 위해 식 2와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형식이 아닌 원래의 감쇠
행렬과 강성행렬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M Ẍ ( t) + CẊ ( t) + KX( t)
=f(t)

(1)

̇
̇
̇
[C⋮K] X( t 1 ) X( t 2 ) X( t 3 ) ⋯ =[f(t 1)f(t 2)f(t 3)⋯]-[M][ Ẍ ( t 1 ) Ẍ ( t 2 ) Ẍ ( t 3 )⋯]
X(t 1) X(t 2) X(t 3) ⋯

[

]

(2)

[ K][ X] =[F]
여기서, M = 질량행렬, C = 감쇠행렬, K = 강성행렬,

Ẍ = 가속도행렬, Ẋ = 속도행렬, X = 변위행렬, f(t) = 입력하중행렬.
표 1에 기존방법과 개선된 방법의 행렬 크기를 비교해 놓았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단구조
물의 경우는 기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미지수가 줄어들지만, 교량 등의 일반적인 구조물에 있어서는
2

미지수의 개수가 2n 개이다. 이 경우에는 개선된 방법이 컴퓨터에 더 적은 저장공간을 요구하므로 계
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표 1. 미지행렬 크기 비교 (n 자유도)
기존 방법

개선된 방법

2

일반적인 경우

2n ×1

전단 구조물

2n×1

n×2n

2.2 반복최소자승법 과정
반복최소자승법을 교량에 적용시킬 때, 이동하중이 교량을 통과한 후의 입력하중에 대한 제한조건
을 이용한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응답행렬

[ X]를 식 3과 같이 구성한다.

(2) 하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가정할 수 있는 구조계수
(3) 기지의 질량행렬, 단계(2)에서 가정한

[ K]를 가정한다.

[ K]와 응답행렬 [ X]를 이용하여 전체 샘플링 시간의 입

력가진값을 추정한다.
(4) 각 자유도의 추정된 모든 샘플링 시간에 대해서 입력가진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추정값은
‘0’으로 가정하고, 이동하중이 교량을 통과한 후의 시간에 대한 입력하중을 ‘0’으로 하여 개선된 입력하
중을 얻는다.
(5) 단계(4)에서 추정된 입력가진값 중 임의의 샘플링 시간에 대한 입력가진값을 이용하여 Wang의 단
순 반복최소자승법을 수행한다. 전체 과정의 내부 루프에 해당한다. 내부 루프에 의해 개선된 구조계
수

[ K]가 추정된다.

(6) 추정된 미지의 구조계수가 일정한 정도를 가지고 수렴할 때까지 단계(2)∼단계(5)를 반복한다. 이
단계는 전체 과정의 외부 루프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수렴하게 되어 추정되어진
는 미지의 구조계수이다.

3.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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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얻고자 하

3.1 교량의 제원
[3]

해석 대상 교량은 실제 교량인 금호대교 를 선택하였다. 금호대교는 연속 P.C. beam교로서 총연장
694m의 교량이다. 금호대교의 제원은 표 2와 같으며 이 모델을 단순화시켜 1/4 길이의 4개의 요소를
갖는 보(beam) 구조를 수치해석에 사용하였다.
표 2. 금호대교의 제원
탄성계수

2.94×1010 N/m2

밀도

2096.8 kg/m

감쇠계수비

0.06%

3

단면적

0.3162 m2

관성모멘트

0.1551 m

4

이를 이용하여 4개의 요소의 5개의 절점 중 고정된 양 끝단 2개를 제외한 3개의 절점에서 정적응축에
의해 연직방향의 자유도의 계산된 구조계수는 다음과 같다.

ꀎ3.984 0.530 0.213 ꀏ
×10 3 kg,
[M]=︳
︳
︳
︳0.530 4.197 0.530 ︳
︳
ꀚ0.213 0.530 3.984 ꀛ
ꀎ 3.868 -2.206 0.285 ꀏ
[C]=︳
×10 3 Ns/m
︳
︳
︳-2.206 4.153 -2.206 ︳
︳
ꀚ 0.285 -2.206 3.868 ꀛ

(3)

ꀎ 3.883 -3.714 1.519 ꀏ
︳
[K]=︳
×10 7 N/m
︳
︳-3.714 5.402 -3.714 ︳
︳
ꀚ 1.519 -3.714 3.883 ꀛ
3.2 하중의 제원
교량의 구조계수 추정에 적합한 이동하중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일이동하중을 이용하였으며, 그 크
기는 도로교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DB24 하중인 24ton을 이용하였다. 차량속도는 40km/h-140km/h로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해보았을 때, 교량 중앙부의 최대 변위와 최대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
생하는 72km/h를 선택하였다.
3.3 결과
앞에서 설명한 교량 모델과 이동하중을 이용하여 수치예제를 수행하였다. 단계(2)에서 가정한 구조
계수는 다음 식 4와 같다.

ꀎ 3 -3 1 ꀏ
[C]=︳
×10 3 Ns/m,
︳
︳
︳-3 5 -3 ︳
︳
ꀚ 1 -3 3 ꀛ

ꀎ 3 -3 1 ꀏ
[K]=︳
×10 7N/m
︳
︳
︳-3 5 -3 ︳
︳
ꀚ 1 -3 3 ꀛ

(4)

샘플링 시간은 10초까지 시간간격 0.01초로 총 1000개의 동적 응답값을 적용하였다. 72km/h의 이
동하중이 작용하는 시간은 약 2.16초로 그 이후 시간의 하중은 모든 자유도에서 ‘0’으로 제한되었다.
하중과 구조계수의 수렴조건은 0.05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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ꀎ 3.876 -2.224 0.301 ꀏ
[C]=︳
×10 3 Ns/m,
︳
︳
︳-2.206 4.153 -2.206 ︳
︳
ꀚ 0.291 -2.213 3.871 ꀛ

ꀎ 3.883 -3.714 1.520 ꀏ
[K]=︳
×10 7 N/m (5)
︳
︳
︳-3.714 5.402 -3.714 ︳
︳
ꀚ 1.519 -3.714 3.883 ꀛ

수치예제 결과는 식 5와 같으며, 주요 계수인 대각선 요소의 오차는 표 2와 같다.
표 3. 구조 계수 대각선 요소의 오차 (%)
(1,1)

(2,2)

(3,3)

감쇠행렬 C

0.1725

0.0012

0.0057

강성행렬 K

0.0098

0.0005

0.0004

표 3의 오차값들은 기존의 방법을 전단형 구조물에 적용시킨 결과에 비해 약간은 큰 값이지만 충
분히 신뢰할 수 있는 값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행렬 구성을 이용한 반복최소자승법을 이용하고, 기존의 방법을 교량에 적용
시킴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혼합시켜서 적용시켰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반복최소자승법을 이용함에 있어 미지행렬을 구성할 때, 원래의 감쇠행렬과 강성행렬 형태 그대
로 이용하는 것이 계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기존의 방법을 이동하중을 이용하여 교량에 적용시킬 때 기지의 제한사항을 적용시킴으로서 추
정한 구조계수의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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