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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ion structures, one of important infrastructures, which have been being operated since the 1970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even the medium-level earthquake and they could be damaged by long-term internal or external 

vibrations such as ambient vibrations.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real-time monitoring of the fatal 

defect or long-term deterioration of civil infrastructures to ensure their safety and adequate performance throughout 

their life span. In this study, a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methodology using acceleration responses is proposed 

to evaluate the health-state of the station structures and to detect initial damage-stage. A damage index is developed 

using the acceleration data and it is applied to outlier analysis, one of unsupervised learning based pattern 

recognition methods. A threshold value for the outlier analysis is determined based on confidence level of the 

probabilistic distribution of the acceleration data. The probabilistic distribution is selected according to the feature 

of the collected data.

1. 서론

최근 지진 등의 재난 발생 대비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성 및 적정 성능 수준 확보가 중요시 여겨지면서 구

조물의 결함 및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물 중 도시철도는 대표적 도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하루 수십만 명이 이용하고 있

는 역사구조물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최우선되는 시설물이다. 1970년대부터 건설되어 사용 중인 역사구조물

은 중규모 강도의 지진에도 상당한 붕괴 위험상태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상시 열차진동 등 

내외부에서의 진동 등에 의해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적, 물적 재난

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거동 분석을 통한 취약지구 분석, 구조물 상시유지관리 계측시스템 및 건전

성 평가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토목구조물에 대한 센서 기반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

템에 대한 연구와 수집된 계측센서 정보로부터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역사구

조물의 건전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 구조물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손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하여 가속도 

응답을 이용한 구조물 건전성 평가 기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속도 응답 데이터는 서울 지하

철 역사 중 충무로 역사를 대상으로 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획득하였다. 획득한 가속도 응답 데이터를 이용

하여 손상 유무 판단을 위한 지표를 정의한 후 이를 자가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 중 이상치 해석에 적용하

여 손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때 확률분포는 지표의 분포 특성에 따라 선정하고, 확률

분포의 신뢰도 구간을 기반으로 손상 유무를 판단하는 임계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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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턴인식 기반 역사 구조물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

2.1 자가학습 기반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 개요

자가학습 기반 평가 기법의 첫 번째 절차는 획득한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손상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

하여 손상 지수를 산정한다. 도출된 손상 지수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확률분포 패턴을 가

지는데, 이를 적절한 확률분포에 fitting시킨 후, 획득한 손상지수의 확률 분포에 따른 기댓값, 분산 등의 확률 

분포의 모수 값을 추정하고 적정 신뢰도 레벨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하여 결정 경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

된 결정경계를 초과하는 손상 지수를 이상치(Outlier)라 하는데, 이상치가 검출된 경우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가학습 기반 역사 구조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자가 학습 기반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 흐름도

2.2 손상 지수의 계산

획득한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손상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상 특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손상 

지수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손상 지수는 식 (1)과 같이 계측한 신호의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Root 

Mean Square (RMS)를 이용하며, 정상 상태의 구조물에서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RMS에 손상 발생 

가능 상태 즉 현재 상태에서 획득된 신호의 RMS의 차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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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계측 샘플 수,  는 정상상태에서 번째 센서에서 계측된 시간영역 가속도 신호,  는 

번째 센서에서 현재 계측된 시간영역 가속도 신호이다. 구조물이 손상 된 경우 계측된 가속도 응답은 정상 

상태의 가속도 응답에 비해 그 에너지량이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므로 정상 상태와 손상 상태의 에너지

량의 차이로부터 손상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9].

2.2 일반극치분포를 이용한 임계치 설정

손상 지수를 통해 손상 특성을 정량화한 후 손상 지수를 통한 구조물의 정상 및 손상 상태를 판단하기 위

해 적절한 임계값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손상 지수의 확률분포가 일

282



반극치분포(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GEV)를 따르므로 일반 극치 분포의 신뢰도 구간으로부

터 임계치를 도출한다. 임계치 도출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일반극치분포는 누적 분포 함수의 형태를 

가지며 식 (2)를 따른다.

 ⇒     exp   
  

 

                    (2)

여기서,       이며, ∈은 위치 변수,   은 스케일 변수, ∈은 형태 변수이다 [10].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에 따른 임계치의 변화 및 손상 유무 판단의 민감도를 살펴본다.

그림 2. 일반극치분포를 이용한 임계치 설정 과정

3. 수치해석을 통한 자가학습 기반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 검증

3.1 충무로 역사 동적 거동 수치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 패턴인식 기법을 적용하여 역사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용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모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 역사는 충무로 역사로서 지하 1, 2층은 

대합실이며, 지하 3층은 4호선 승강장, 지하 3층은 3호선 승강장으로 이루어진 지하 4충 구조물이다. 먼저 3

호선 및 4호선 교차 구조계의 국부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교차 구조계 모델의 모델링은 8절점 3차원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터널 방향 (교축 방향)은 무한 강성 

요소를 이용하여 구조계 변형 확장 방향을 고정하였으며, 터널 벽체의 경계 조건은 주변 지반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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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구조계 (b) 3, 4호선 교차 구조계

그림 3. 충무로 역사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

손상을 모델링하기 위한 취약부재 선정을 위하여 역사 구조물에 가해지는 가능한 하중 중 극한 하중인 지

진하중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그림 4.와 같이 3개의 기둥에서 응력이 집중하였고 이 

기둥 3개를 취약부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손상 시나리오는 기둥 별 강성 저하율을 10%, 20%, 30% 수준으로 

하였다. 가속도 데이터 획득 위치는 그림 5.에서와 같이 각 기둥별 중앙점과 기둥 좌우측 천장과 바닥에 각각 

10개소로서 총 23개소이다.

그림 4. 취약부재의 선정

(a) 기둥 (취약부재)에서의 가속도 데이터 획득 위치

(b) 취약부재에 인접한 천장 및 바닥에서의 가속도 데이터 획득 위치

그림 5. 가속도 데이터 획득을 위한 nod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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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의 적용

손상 위치 및 손상 수준에 따라 임계치 설정을 위한 손상 지수 확률분포의 최소 신뢰도 구간 값은 도표 1.

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 강성 저하율이 증가할수록 즉, 손상 수준이 높을수록 신뢰도 구간은 낮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계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 수준이 높을수록 손상 발생 기둥에서 직접적으로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손상 지수가 인접한 위치에서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손상 지수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강성 저하율이 10%인 경우는 손상 기둥이 2개일 때인 A, B 기둥 손상과 A, C 기둥 손상 및 

손상 기둥이 3개 때인 A, B, C 기둥 손상에 대해 손상 발생 부재에서 계산된 손상 지수보다 인접 위치에서 

도출된 손상 지수가 크게 나타나 오분류가 발생한다. 그림 6.은 3개의 기둥에서 모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로써, 데이터 획득 위치 31, 32, 33에서 도출된 손상 지수가 다른 손상 지수에 비해 크고 임계치를 초과

해야하나, 그림 6 (a)의 경우, 데이터 획득 위치 33의 손상 지수가 위치 203의 손상 지수보다 작아 오분류가 

발생하였다. 추가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0% 강성 저하율 정도의 손상 수준은 제안된 기법으로는 진단 확

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성 저하율
손상 기둥

10% 20% 30%

A 91.8% 86.3% 86.5%

B 95.0% 93.3% 81.2%

C 95.2% 90.8% 89.1%

A, B N/A 87.0% 86.2%

A, C N/A 88.5% 81.9%

B, C 88.5% 83.5% 87.0%

A, B, C N/A 80.8% 79.8%

도표 1. 손상 시나리오 별 임계치 설정을 위한 손상 지수 확률분포의 신뢰도 구간

(a) 강성 저하율 10% (b) 강성 저하율 20%

(c) 강성 저하율 30%

그림 6. 3개 기둥 손상 (A, B, C)에 대한 손상 지수 및 임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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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확률론적 패턴인식 기법 중 자가 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

법에 접목하여 역사 구조 건전성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패턴인

식 기법은 자가학습 기반 패턴인식 기법 중 이상치 해석 기법으로서, 확률분포 중 일반극치분포를 이용하였

다. 손상 위치 및 손상 수준을 변화시켜가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손상 위치 및 인접 위치에서 가속도 데이

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손상 지수를 도출하였다. 손상 지수의 확률분포는 일반극치분포를 따랐으며, 

따라서 일반극치분포의 신뢰도 구간에 따른 손상 유무 결정을 위한 임계치 설정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대부분 강성 저하율이 증가할수록 신뢰도 구간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성 저하율이 

10% 정도로 손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손상 기둥 이외 개소에서 손상 임계치를 초과하는 오분류가 발생하

여 이 경우 제안된 기법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 강성저하 수준 뿐 아니라 통상 설계

상 위험강성 저하수준인 30%과 같이 손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제안된 자가학습기법을 이용하여 신뢰도 높

은 손상 유무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손상 수준을 좀 더 세분하여 제안된 기법

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현재 운용 중인 역사 구조물에서 실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

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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