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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moving vehicle loads is important in modeling design loads for bridge design and 
construction. The paper proposes a moving force identification algorithm using moment influence lines 
measured at multi-axes. Density estimation function was applied to estimate more than two wheel loads 

when estimated load values fluctuated severely. The algorithm has been examined through simulation 
studies on a simple-span plate-girder bridge. Influences of measurement noise and error in velocity on 
the identification results were investigated in the simulation study. Also, laboratory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algorithm. The load identification capability was dependent on the type and 
speed of moving loads, but the developed algorithm could identify loads within 10% error in maximum.

요    지

교량의 설계  시공에 있어 한 설계하 을 산정하기 해 차량의 하 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하 에 해 다축의 모멘트 향선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하 을 식별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한 2개 이상의 하 을 식별하는 경우, 시간에 따른 하  식별 결과가 심한 진
동을 하기 때문에 도추정함수를 통해 최종 식별하 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단경간 형교에 
한 수치 제를 수행하여 제안한 알고리듬  방법들을 검증하 다. 수치 제에서는 계측오차와 속도오차

에 한 오차분석을 수행하 다. 한 제안된 알고리듬을 6m 길이의 강재 모형교량을 이용한 실내실험
을 통해 재검증하 다. 속도와 하 의 종류에 따라 하 식별 능력이 달랐으나 개발한 알고리듬이 최  
10% 수 의 오차 내에서 하 을 식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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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트럭하 과 같은 차량의 하 을 식별하는 것은 고

속도로 교량의 설계하 의 결정, 존하는 교량의 내

하력 평가  유지 리 등에 요하다. 

트럭하 을 측정하는 방법 에 차량을 속으로 하

계가 있는 곳으로 유도하여 하 을 측정하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교통의 흐름을 제한하게 된다. 교통의 흐

름을 멈추지 않은 이동 상태에서 트럭의 하 을 측정

하는 방법을 Weigh-In-Motion(WIM)이라 한다. 

WIM에 한 연구는 크게 도로매설형 WIM과 

Bridge WIM(BWIM)으로 나뉜다. 정기 으로 개최

되는 WIM에 한 국제학회에서는 매설형 WIM에 

한 연구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7) 도로매설형은 piezo 

electric sensor나 bending plate, load cell 등을 

땅에 묻은 후 이동하 에 의해 발생되는 수직하 을 

측정하게 된다. 이 게 측정된 수직하 은 센서의 반

응을 기신호로 받아들인 후 이를 다시 하 으로 변

환시킨 값으로, 정 인 상태에서는 정확한 하 을 식

별할 수 있지만 속 혹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하 상

태에서는 정확한 값을 식별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

면의 상태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식별하기 해서는 효과 인 알고리듬

이 필요하며, 그 한 로 속도에 따라 충격이 다르

게 해지므로 여러 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속도를 확

인함과 동시에 그 속도에 따라 하 식별을 하는 

MS-WIM(multiple sensor WIM)에 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7) 하지만 WIM을 매설하기 해 주요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고 센서 매설 비용이 고가

라는 단 이 있다.

도로매설형과 비교해 BWIM은 교량을 일종의 울

로 삼아 교량의 거동 데이터를 이용해 하 을 식별하

는 방법이다.
(7) BWIM 시스템에서는 센서를 매설하는 

것이 아니며 주로 교량의 부재에 변형률계나 가속도계 

등을 부착하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장 이 있

고, 센서의 탈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로나 교량에 손

상을 가하지 않으며, 가격 비 성능면에서 효율 이다.

BWIM 시스템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일본에

서는 교량의 지 부근에 치한 수직보강재에 변형률

계를 부착하여 반력을 측정하고 그 향선을 이용하여 

하 을 추정하는 연구가 소개되어 있다.
(7) 홍콩에서는 

교량의 다양한 동  응답을 이용해 다양한 알고리듬들

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

다.
(5)(8)(9)(10)(11) 유럽에서는 WAVE(Weighing in motion 

of Axles and Vehicles for Europe) 로젝트가 진

행 에 있으며 이를 통해 BWIM에 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70개 이상의 

교량에 상용 BWIM 시스템이 설치되어 고속에서의 

WIM을 이용한 단속이 논의되고 있다.
(7) 아일랜드 더

블린공 에서는 직교이방성 단경간 교량에 한 연구
(6)의 확장으로 NOR(Nothing On the Road)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7) 국내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Bridge Weighing System, Inc.

의 BWIM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의 통행특성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1) 한 국내에서도 BWIM 시스

템을 개발하 으나 2축 이내의 하 식별로 제한되어 

있으며 알고리듬 상에서 동 거동 특성에 변화를 주는 

인자를 반 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 한 BWIM은 교통하 에 따른 

피로하  산정 등의 연구에도 사용되었다.(3) 

WIM 시스템 개발에서 계측자료의 정확성은 요하

다. 그러나 재 개발된 WIM 시스템들은 정확한 계

측에 어려움이 있다. BWIM 시스템에는 많은 알고리

듬이 개발되어 용이 검토되었지만 아직까지 다수

의 알고리듬은 장 실험에서 많은 오차를 보이고 있

으며 정확한 하 식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많은 BWIM 시스템을 가진 Slovenia의 경우에도 설

계와 유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정

확한 축 량을 얻을 수는 없고 략 인 측정이 이루

어지고 있을 뿐이다.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축모

멘트 향선을 이용한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

른 하 을 식별하고, 도추정함수를 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하 식별 성능을 향상시켰다.

2. 하 식별 알고리듬의 제안

2.1 다축모멘트 향선을 이용한 알고리듬

교량을 일종의 울이라고 생각할 때 하 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