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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a tension estimation method based on system identification approach
for a double hanger system on a suspension bridge. A laboratory model of such double hanger system has been made for this
study. Total nine cases of the vibration tests have been conducted with respect to three levels of applied tension and three cases
of the location of clamp. For a set of the collected acceleration response data, modal analysis has been followed in order to
extract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of the selected cable systems. For the extracted modal parameters, the existing
tension estimation methods based on the string theory and axially loaded beam theory have been firstly applied to estimate the
tensile force on the double hanger cable system. Next, the tensile force on cables has been estimated by the system identi-
fication approach. It is seen that the errors in the tension estimation using the frequency-based system identification technique
are about 3% for all cases while the estimation error using the existing method is up to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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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은 현수교 이중 행어 시스템에 대한 진동기반 SI 장력추정기법의 실험적 검증을 소개한다. 현수교 이중 행어 시스
템을 모사한 실험 모델을 제작되었으며, 세가지 경우의 클램프 위치에 대한 세가지 경우의 행어장력에 대해서 총 9회의 진
동실험이 반복 수행되었다. 각각의 계측된 가속도 응답 데이터에 대해서, 모달분석을 통한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이 추출되
었다. 추출된 일련의 동특성치들에 대하여 기존의 장력추정 이론인 현이론과 선형회기법을 적용하여 장력을 추정하였다. 또
한 진동기반 SI 장력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장력을 추정하였는데, 추정된 장력은 수치모델과 계측모델의 동적 특성치들이 동일
하게 될 때, 수치모델의 케이블 장력을 인식함으로써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클램프의 위치에 따라서 기존의 이론을 이용한
추정장력의 오차는 최대 53.1%까지 보이는 반면, 진동기반 SI기법을 이용한 추정장력기법의 장력추정 오차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3% 이내 이다.

핵심용어 : 이중 행어, 장력 추정, 케이블 동역학, 시스템 인식

·····························································································································································································································

1. 서 론

시스템 인식 기법을 이용한 케이블 장력추정기법은 사

장교 케이블에 대하여 최초 개발(박대효와 김병화, 2005;

김병화와 박대효, 2005; Kim, B.와 Park, T., 2007) 되

었고, 향후 현수교 이중 행어 시스템에 대하여 확대 적용

(박대효 등, 2007; 김병화 등, 2007) 되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이론 제안과 현장 적용을 통한 실용성만 검증되었고,

실험실 모델을 이용한 행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식기법

의 정확성 검증이 없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SI(System

Identification) 기법을 이용한 현수교 행어의 장력 추정 이

론 연구 및 현장 적용성 연구(박대효 등, 2007; 김병화 등,

2007; Kim, B. 등, 2007)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실험

실 모델을 통한 상기 제안기법의 실험적 검증 결과를 소

개한다.

행어의 장력 추정을 위한 동적 추정 방법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이론(taut string theory)이다. 이중 행어에

대한 현이론의 적용은 식 (1)에 보이는 단일 케이블의 고유

진동수-장력 사이의 관계식을 이중 행어의 한쪽 케이블에 적

용하여 장력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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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n은 모드번호, fn은 n번째 고유진동수, m은 행어 케

이블의 단위 길이 당 질량, 그리고 Le는 행어 케이블의 유

효길이를 각각 나타낸다. 상기 현이론은 행어 케이블의 휨강

성(flexural rigidity)과 클램프(clamp)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에 행어의 길이가 짧아서 클램프의 영향이 커질

경우 정확도가 매우 낮다.

다른 동적 추정 방법으로는 행어 케이블의 휨강성을 고려

하기 위하여, 행어 케이블을 축 하중을 받는 보(Axially

loaded beam)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이론은 측정된 n개

의 고유진동수에 대해 장력과 휨강성을 미지수로 두고 식

(2)에 대하여 선형회귀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2)

여기서, EI와 T는 케이블의 휨강성 및 장력을 각각 나타낸다.

행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 식 (1)과 식 (2)를

이용한 장력추정 결과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반

면에 행어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클램프의 구속영향이 상

대적으로 크게 되어서 추정된 장력의 정확도는 매우 낮다(김

병화 등, 2007).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유한요소 모델

과 시스템 인식기법을 이용한 장력 추정 방법이 제안되었다

(박대효 등, 2007; 김병화 등, 2007). 시스템 인식기법을 이

용한 장력 추정 방법은, 행어 장력을 포함한 시스템 인식변

수 벡터 U에 대하여, 다음 식 (3)과 같은 반복 계산을 이

용하여, 수치 모델의 동적 특성치가 계측 모델의 동적 특성

치와 일치 하도록 최적화 하는 방법이다.

(3)

여기서, α는 인식 변수 변화율, 위 첨자 k는 계산단계를 나

타낸다.

2. 실 험

2.1 실험모델의 소개

그림 1(a)와 같이 현수교 이중 행어를 모사한 축소 실험

모형이 제작되었다. 그림 1(b)는 실내 실험 모형의 제원 및

좌표축을 나타낸다. X축은 실험체 와이어의 종방향을 나타

내고, Y축은 클램프의 종방향을 나타낸다. 실험체의 상단 롤

러는 힌지(hinge) 지점으로 모사되었고, Y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은 가능하나 X, Y 및 Z축의 이동은 구속 되었다. 이는

현수교 행어와 주 케이블의 접촉부 자유도를 이상화 한 것

이다. 그림 2에 보이는 실험체 와이어 하단의 구속조건은

롤러(roller) 지점으로서 교량 상판과 행어가 연결되는 부분

을 나타낸다. 실험체 와이어 하단은 Y축을 중심으로 한 회

전 및 X축 방향으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Y 및 Z축으로 이

동은 구속 함으로써 실제교량 구조물의 행어와 상판의 연결

부인 카라(collar) 와 유사한 조건을 만족하게 하였다. 이러

한 경계조건들은 영종대교의 현장적용에서 김병화 등 (2007)

이 보고한 경계조건을 따랐다.

실험체 와이어의 장력은 하단롤러 하부에 하중 재하 용

추를 매달아서 도입하였다. 상단 롤러의 회전축부터 하단 롤

러의 회전축까지의 거리(L)는 1.772 m 이다. 여기서, 상단과

하단 롤러의 회전축은 그림 2와 같다. 클램프로 구속된 대

부분의 현수교의 이중 행어는 교량 상판에 대하여 연직에

가깝게 설치되지만, 본 연구에 이용된 실험체 와이어는 사선

으로 배치하였다. 이는 충격망치(impact hammer)를 이용한

와이어 가진(excitation)시, 추의 흔들림에 따른 가짜 모드

(fictitious mode)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현수교 이중 행어에서 케이블들은 평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험체의 두 와이어 사이 간격은 그림 3에 보이는

턴버클 (turnbuckle)을 이용하여 0.342 m를 유지하였다. 여기

서, 턴버클은 양쪽 편에 서로 반대 방향의 수나사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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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소 실내 실험 모형

그림 2. 실험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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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방향에 따라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어들

사이의 수평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실험체 상단 롤러의

회전축으로부터 클램프까지의 거리 h(그림 1(b) 참조)를 자유

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클램프에 위치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관찰 하기에 적절하다.

실내 실험 모델에 사용된 와이어는 그림 4와 같이 7×19

와이어 로프이고 공칭지름은 ϕ 6.0 mm이다. 기타 실험에

사용한 부속품의 제원 및 영종대교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의

조건 비교가 표 1과 표 2에 각각 보인다. 

2.2 실험 모델의 동적 특성치 추출

본 실험은 충격망치(PCB® Model 086C04)를 이용하여 측

정하는 진동실험(ambient vibration test)으로 수행되었다. 턴버

클의 위치와 장력에 변화에 따른 진동 실험으로부터 실내 실

험 모델의 고유진동수를 추출하였다. 턴버클의 위치 h는 세가

지 경우(150 mm, 300 mm, 450 mm)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와

이어의 장력 변화는 실험체 하단 롤러에 연장된 와이어 끝 단

에 재하 추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총 세가지 단계(591.2N,

689.3N, 787.4N)에 대하여 진동실험이 반복 수행되었다.

가속도계(PCB Piezotronics Inc. 모델 352B10)는 총 8개

를 사용하였다. 가속도계의 위치는 그림 5에 보인 바와 같

이 한 개의 와이어에 4개의 가속도계를 부착하였다. 계측된

가속도는 케이블 접촉면에 연직인 가속도이며, 각 방향(그림

1(b)의 Y, Z축)에 대하여 진동실험을 반복 수행 하였다.

표 3과 같이 진동실험은 3가지 경우의 턴버클 위치와 3가

지 경우의 장력단계의 조합으로서 총 9회가 반복 수행되었

다. 표 3에서 총 재하 하중은 하중 재하 시 추를 거치시키

기 위한 갈고리의 질량(0.2641 kg)에 재하 추의 질량(60 kg,

70 kg, 80 kg)에 의한 하중의 합계를 나타낸다.

실험체 와이어에 가속도계를 부착 후에 Y축과 Z축 방향으

로 와이어 로프를 충격망치로 가진 하였다. 가진 위치는 임의

였고, 가진 신호는 기록되지 않았다. 시간이력 가속도 데이터

는 NI®4472 보드와 LabView®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샘플링

빈도는 1000Hz로 하였으며, 총 252.999sec동안 Z축과 Y축

각각에 대하여 총 2.53×105 개의 가속도 시간 샘플이 기록되

었다. 이렇게 모아진 샘플들은 자체 코딩한 MatLab®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확인하였다. 그림 6은 표 3의 진동실

험 6번(턴버클 위치 h/L=17.4%, 와이어 장력 787.4 N)에서의

Z축 방향 및 Y축 방향의 8개의 가속도계에 대한 PSD(Power

Spectrum Density)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NFFT=1014,

Hanning window). Z축 방향과 Y축 방향의 고유진동수가 다

름을 알 수 있고, 행어의 Z축 방향 가속도 스펙트럼이 Y축

방향 가속도 스펙트럼보다 첨두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각 방향 별로 동조모드와 비동조 모드가 비슷한 진

동수에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김병화 등

(2007)이 보고한 영종대교의 행어 시스템의 가속도 스펙트럼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근접한 주파수에서 각각 한 쌍의 첨두

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클램프의 영향으로 박대효

등 (2007)이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가속도 스펙트럼으로부터 PP(Pick-Picking)기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Z축 및 Y축의 고유진동수는 표 4 및 표 5에 각각

그림 3. 턴버클 

그림 4. 와이어 로프 형상

표 1. 기타 실험 조건

부속품 제 원

가속도계 질량 (1EA)
와이어 로프 질량
턴버클 질량

추 거치용 갈고리 질량

0.9 g 
0.1520 kg/m
511 g
0.2641 kg

표 2. 현장실험과 실내실험 조건 비교

행어 케이블 영종대교 실험모델

케이블 단위길이당 질량
케이블 공칭지름
행어의 길이
행어의 폭 

3.303 kg/m
84 mm
2.87~43.36 m
0.62~0.76 m

0.152 kg/m
6 mm
1.772 m
0.342 m

그림 5. 가속도계 위치

표 3. 진동 실험 조합

실험 번호 턴버클 위치 h/L (%) 총 재하 하중 (N)

1
2
3

8.7
591.2
689.3
787.4

4
5
6

17.4
591.2
689.3
787.4

7
8
9

26.1
591.2
689.3
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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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표 4 및 표 5에서 빈칸은 가진 되지 못한 모드를

나타낸다. 저차모드의 경우, 각 진동 방향에 따라 동조 모드

와 비동조 모드가 각각 한 쌍씩 총 4개의 근접 고유진동수가

나타난다. 근접한 고유진동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Y축의 고유

진동수가 Z축의 고유진동수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턴버클의 영향 때문이며 이중 와이어 시스템의 Y축

휨강성이 Z축 휨강성보다 다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7에서는 진동실험 4번, 5번, 6번(클램프의 위치

h/L=17.4%)에서의 장력변화에 따른 Z축 모드번호와 고유진

동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 (1)에서 확인되듯이 장

력의 증가에 따라 모드번호 대비 고유진동수의 기울기는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일 케이블에서와는 다르게

장력 증가에 따라서 PSD에서의 첨부 부분이 쌍을 이룬 것

과 같이 쌍을 이루고 있고, 일정한 간격을 두며 고유진동수

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8 및 그림 9는 진동실험 5번의 진동데이터에 대하여

TDD(Time Domain Decomposition)기법(Kim, B. 등, 2005)을

적용하여 추출한 Z축과 Y축의 모드 형상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실험 모델 와이어의 종축 X를 나타내며, 그

림 5에 좌측 및 우측과 X의 원점을 나타내었다. 세로축은

무 차원의 모드형상의 크기를 나타낸다. 여기서, TDD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계측 점이 다수일 때 가장 신속 정확하게 모

드형상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

택되었다. 각각의 Z축 및 Y축 방향에 대해서 동조모드와

그림 6. 진동 실험 6번의 가속도 스펙트럼 

표 4. Z축 고유진동수 (Hz)

모드
번호

실험 번호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45
19.23
29.47
37.20
43.52

18.55
20.57
31.2

39.25
46.45
53.50
68.60
71.60
94.15

19.53
21.91
32.69
43.65
49.33
55.80
73.25
75.42

100.00
102.85

14.15
17.92
25.32
29.50
46.90
48.82
71.50
74.10

100.55
104.35
129.90
135.50
158.30
171.40

15.20
19.11
27.25
31.66
50.43
52.37
76.60
80.27

107.60
111.50
138.40
145.00
167.90
181.80

15.85
20.38
28.75
33.30
53.22
55.35
81.20
85.96

112.90
117.00
144.70
151.40
176.80
189.60

11.25
14.78
25.43
27.96
49.00
51.15
74.40
78.20
91.00

100.00
110.00
113.00
143.50
148.20
170.00
175.00

12.12
15.87
27.45
30.22
52.90
55.06
80.60
83.70
97.00

106.10
116.80
120.00
152.70
158.30

13.04
17.00
29.40
32.47
56.40
59.32
85.30
89.90

102.30
112.10
120.00
127.00
155.00
160.00

표 5. Y축 고유진동수 (Hz)

모드
번호

실험 번호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9.29
21.67
34.45

19.41
21.80
35.01
44.70
47.85

19.86
22.10
35.25
44.95
48.05
69.10
70.75

15.22
21.25
24.29
43.52

16.2
22.83
26.00
46.67
47.92
72.30
73.30

101.70

17.08
24.42
27.72
49.92
51.17
77.22
78.13

108.30
109.10

12.38
24.02
26.24
49.50
50.50

13.29
26.14
28.42
53.60
54.75
83.40

13.91
27.55
29.91
56.45
57.74
87.80
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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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조모드가 쌍으로 나타났고, 클램프의 영향이 각각의 방

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Y축 방향과 Z축 방향의 동

조모드들은 서로 유사하지만, 비동조 모드는 매우 상이하다.

여기서, Y축 방향의 모드의 형상 중에서 짝수 번째 저차

모드형상을 살펴보면(그림 8b, 8d), 식 (2)의 선형회귀법 적

용 시 와이어의 유효길이를 턴버클부터 하단롤러 지점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자걸 등

(1999)에 의해 보고 된 바 있다. 또한, Z축 방향의 비동조

모드형상들(그림 9b, 9d) 에서도 상단롤러의 회전축에서 하

단롤러의 회전축까지 정현파가 관찰된다. 그러므로, Z축 방

향의 모드를 사용하려면 유효길이는 상단롤러의 회전축에서

하단롤러의 회전축까지를 유효길이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여기서, 동조모드 대신 비동조 모드를 선택한 이유는

동조모드의 경우에 두 개의 케이블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

이기 때문에 클램프의 위치에서 클램프의 질량관성이 배가

되는 반면, 비동조 모드에서는 두 개의 케이블이 반대방향으

그림 7. h/L=17.4%에서 Z축 방향으로의 고유진동수와 장력과의
관계

그림 8. 진동실험 5번의 Y축 방향 모드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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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이기 때문에 클램프의 질량관성이 서로 상쇄되는 경

향이 관찰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병화 등 (2007)이 실제

현수교 이중 행어로부터 추출한 모드형상과 본 연구의 실험

체로부터 추출한 모드 형상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드형상은 변형곡선의 기저 (basis)이기 때문에 모드 형상

의 단부들을 살펴보면, 실험체의 경계조건 및 자유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체 상단을 힌지로, 하

단은 롤러로 가정하였다. 그림 8 및 그림 9에서 보이 듯이

각 지점에서 회전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 

2.3 SI 기법에 의한 장력추정

SI 기법을 이용한 장력 추정기법의 기본가정은 구조물의

경계조건 및 형상은 알려져 있고, 재료의 밀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장력 추정은 계측된 고유진동수에 대하여, 다

음 식 (4)의 민감도 방정식을 이용한 반복계산을 통하여 이

루어 진다(박대효 등, 2007).

 (4)

여기서, U는 장력을 포함한 인식 변수 벡터, 위 첨자 k는

계산 단계, Z, F 및 α는 각각 고유진동수의 변화율 벡터,

민감도 행렬, 인식변수의 변화율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 (3)에서 장력에 대한 인식변수 벡터의

초기치는 임의의 장력을 대입하는 대신, 현이론 식 (1)에 의

한 장력 추정치가 대입되었다. 이는 현이론에 의해서 추정된

장력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장력의 초기 가정치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Kim, B. 등, 2007). 나머지 인식변수

벡터의 초기 가정치는 일반적인 탄성계수와 단면 값을 주었

다. 그림 10은 진동실험 6번 조건에 대하여 인식벡터의 초

F U
k( )

T
Z Uk( ) F U

k( )
T
F Uk( )α=

그림 9. 진동실험 5번의 Z축 방향 모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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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정치를 이용한 FE(Finite Element)모델로부터 산정한

고유진동수, SI기법을 이용하여 최종 인식된 FE 모델로부터

산정한 고유진동수, 및 실험을 통해서 계측된 고유진동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0에서 가로축은 모드의 수를 세로축은

주파수(frequency)를 나타낸다. 고차 모드로 갈수록 계측 고

유진동수치와 초기 FE 모델의 고유진동수들 사이의 오차는

커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또한 그림 10(b)를 그림 10(a)와

비교해 보면, 계측 고유진동수와 초기 FE 모델의 고유진동

수 사이의 Y축 방향 오차가 Z축 방향 오차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클램프가 Y축 방향의 거동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렴된 최종 FE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계측 고유진동수로 수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진동실험 6번의 조건에 대하여 SI 기법의 각 반

복계산 단계별 인식변수들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12는 기존의 이론논문(박대효 등, 2007)의 식 (4)에 정의된 9

개의 인식변수들의 변화율을 진동실험 6번의 조건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식벡터들 중에서도 장력의 수렴도 a1가 가

장 빠른데, 이는 고유진동수에 대한 장력의 민감도에 가장 크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0회 정도의 반복수행 후[-

2.6651%(804.4N)] 실제 장력과의 오차가 3% 미만으로 상당

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와이어 및 클램프의 축

강성과 비틈강성의 수렴성은 매우 낮다. 이는 계측 고유진동

수가 와이어의 휨모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휨거동에

대한 와이어 및 클램프의 축강성 과 비틈강성의 민감도는 매

우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와이어의 축모드 및 비틈

모드를 계측하여 SI 반복계산시 고려함으로써 개선 될 수 있

다. 그러나, SI기법을 이용한 행어의 장력추정 기법의 본 취지

는 행어 시스템의 장력 추정에 국한하기 때문에 행어 재료강

성들의 정확한 인식을 목적으로 행어의 축모드 및 비틈모드

계측이 추가되지 않았다. 그림 11에서 인식변수들의 변화율은

500회를 반복 계산하여도 완전히 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

는 실제 실험모델에 대한 수치모델의 오차로 볼 수 있다.

표 6는 클램프의 위치와 장력 변화에 따른, 기존 이론을

이용한 장력 추정치와 SI 기법을 이용하여 수렴한 장력 추

정치를 비교하였고, 그림 12는 기존이론과 SI기법의 장력추

정 오차를 비교하였다.

표 6에서 현이론에 의한 추정장력 값은 표 4와 표 5에서

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번호, 단위길이당 질량과 유효 길이를

식 (1)에 대입하여 구한 결과값 중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을

기록하였다. 이 때 유효 길이(Le)는 상단 롤러의 중앙부부터

하단 롤러의 회전축까지의 거리(L)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고

유진동수는 진동실험 1번과 5번은 표 4의 1차 고유진동수를

나머지 실험에 대해서는 표 5의 1차 고유진동수가 사용 하였

그림 10. 진동실험 6번에 대한 계측 고유진동수, 초기 고유진동수 및 수렴된 고유진동수 비교

그림 11. 실험 6번 조건에 대한 인식 변수들의 변화율

그림 12. 실험 6번 조건에 대한 각 인식 변수들의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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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이론의 경우 클램프의 위치가 h/L= 8.7%에서 10% 내

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클램프 위치가 h/L=17.4%인

진동실험 4번, 5번, 및 6번에서는 현이론을 이용한 추정 장

력의 오차가 대략 36.0%까지 증가하였고, 클램프 위치가 h/

L=26.1%에 이르면 장력추정 오차는 53.1%까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이론을 이용한 추정장

력은 클램프의 위치가 행어 단부에서 멀어질 수록 클램프의

영향 때문에 정확도가 낮아진다.

표 6에서 선형회귀법에 의한 추정장력 값은 표 4의 고유

진동수 중 비동조모드의 고유진동수와 그의 모드번호, 단위

길이당 질량, 유효길이를 식 (2)에 대입하여 얻은 것이다.

클램프의 구속영향이 적은 Z축 방향 비동조모드의 고유진동

수가 이용되었고(박대효 등, 2007), 유효길이(Le)는 상단 롤

러의 중앙부부터 하단 롤러의 회전축까지의 거리(L)가 사용

되었다. 여기서, 기존 기법의 적용을 위한 유효길이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은 모드형상이 정현파를 유지하는 구간으로 설

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기법들의 이론적 모드형상이

정현파이기 때문이다. 그림 9의 비동조 모드들을 살펴보면,

상단 롤러의 중앙부부터 하단 롤러의 회전축까지 구간이 정

현파에 근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선형회귀법의 변수 중 Z축

방향 휨강성에 대한 추정은 본 논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

로 고려되지 않았다. 선형회귀법을 이용한 추정장력의 정확

도를 살펴보면 클램프 위치가 h/L=8.7%인 경우에는 10%

내의 오차를 보여주는 반면, 클램프의 위치가 단부에서 멀어

질수록 추정장력의 오차는 커진다. 

표 6의 SI 기법에 의한 추정장력은 인식 변수 벡터의 초

기치와 표 4와 표 5의 계측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식 (4)의

민감도 방정식을 500회 반복 수행 후의 수렴된 값을 나타낸

다. SI기법을 이용한 장력 추정치는 클램프의 위치와는 독립

적으로 모든 실험의 경우에 대하여 실제 장력과 매우 근사한

값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에서 보이 듯이 장력추정오차는

모든 실험의 경우에 대하여 3%이내의 오차를 보여 주었다.

이는 행어의 클램프의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행어의 장력과

강성 및 클램프의 강성 모두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3.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시스템 인식 기법을 이용한 행

어의 장력추정 기법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시스템 인식 기

법의 정확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실험적 검증을 위하

여 현수교 이중 행어 시스템의 모형을 제작되었으며, 행어의

도입장력과 클램프의 위치 변화에 따른 장력 추정기법들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클램프의 위치(h)가 행어의 전체길이(L)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작을 경우(h/L 작을 경우)에는 클램프의 영향이 작아서

기존 장력추정기법 및 시스템 인식 기법의 장력 추정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클램프의 구속영향이 작기

때문에 두 개의 케이블이 각각 단일 케이블의 거동으로 보

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클램프의 위치가 행

어의 전체 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경우(h/L이 클 경

우)에는 클램프의 구속영향이 커서 기존기법을 이용한 추정

장력은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반면 시스템 인식 기법을 이

용한 장력추정오차는 h/L이 클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대하

여 3% 이내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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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이론과 SI기법에 의한 추정장력

실험
번호

실제 장력
추정장력 (N)

현이론 선형회귀법 SI 기법

1
2
3
4
5
6
7
8
9

591.2
689.3
787.4
591.2
689.3
787.4
591.2
689.3
787.4

574.1
719.3
753.0
442.2
441.1
556.9
282.6
337.2
369.4

629.1
712.1
791.0
402.6
464.2
501.7
216.6
250.9
291.7

600.1
700.8
800.4
594.9
698.4
781.8
573.7
669.4
770.2

그림 13. 클램프의 위치에 따른 장력의 정성적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