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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BWIM(Bridge Weigh-In-Motion) is a technology to identify vehicle properties, such as weight, speed,
axle spacing and running lane, passing over a bridge by using dynamic response of bridge member. Such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assessing durability and establishing a maintenance strategy of roadway structures. In this paper, as a
first step for developing BWIM system,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 response of vertical stiffener in steel girder bridge can be used to identify vehicle properties running on the bridge.
It was known from this study that such vehicle information could be estimated reasonably by using strain time history
curve of a vertical stiffener due to running vehicles. It is because the effect of each axle-load of vehicle appears definitely in the curve. However, as the magnitude of strain of vertical stiffener is effected by running pattern of vehicles,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reduce error when estimating vehicle weight.
Key Words : bridge weigh-in-motion, vertical stiffener, steel girder bridge, dynamic analysis, field test

1. 서 론*
성수대교 붕괴사고 및 당산철교 전면교체로 인해
교량구조물 관련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성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
를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에 작
용하거나 장래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하중의 크
기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
히, 성수대교나 당산철교와 같이 강재로 만들어지
는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수명을 지배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피로현상이고, 피로는 구조물에 작용
하는 하중의 크기와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구조물의 잔존성능(내하력 및 잔존수명)의 추정, 손
상의 발생원인 규명, 보수․보강계획 수립 등 구조
물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하중 특히 중차량의 실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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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량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교량의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주행차량
의 중량을 계측하는 BWIM(Bridge Weigh-In-Motion)
이다. BWIM 시스템이 1979년 Moses1)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대부분의 BWIM 시스템은, 도로 노면
에 축 감지 센서를 부착하고, 교량 상부구조 하면에
변형률센서를 부착하여 차량의 중량과 제원을 추정
하도록 되어 있다2-4). 그러나 이 방법은 축 감지 센
서가 노면에 위치하므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 감지 센서 대용으로, 영향선의
길이가 짧은 부재의 응답을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차
로, 주행속도 및 축간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수치해석 및 현장실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여기
서, 영향선의 길이가 짧은 부재라는 것은 재하하중
에 의한 영향범위가 좁아 차축 하나하나마다 민감
하게 반응하는 부재를 의미하며, 수직보강재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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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브레이싱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실제 교통흐름은 매우 많은 경우의 수를 포함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로 내에서의 주행위치 편차,
주행속도, 연행 및 병행을 매개변수로 하여, 영향선
의 길이가 짧은 부재의 응답변화를 검토함으로써
BWIM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강합성 거더교에 대한 동적 현장재하실험을
실시하여 얻어진 수직보강재의 변형률을 이용하여
주행차량의 속도 및 축간거리를 추정하고, 추정 정
도를 검토하였다.

Fig. 2. Outline of analytical model.

2.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 및
동적 현장재하실험
2.1.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
주행차량에 의해 유발되는 교량 부재의 응답을
산정하기 위해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을 수
행하였다.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5-7)에도 수차례 적용되어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
며, 운동방정식의 해는 Newmark의 직접적분법8)을
이용하여 구한다. 해석대상교량은 지간길이 40 m,
폭원 12.6 m의 단순지지 강합성 플레이트거더교로
서 교량의 제원 및 단면특성은 Table 1과 같다9). 해
석대상교량의 횡단면도는 Fig. 1과 같다. 플레이트
Table 1. Dimensions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study
bridge
구분

주거더

단면구성(mm)

단면적(㎡) 단면2차모멘트(m4)

UF : 480 × 16
지점부 Web : 2000 × 12
LF : 650 × 20

0.0447

0.0284

UF : 480 × 32
중앙부 Web : 2000 × 12
LF : 650 × 36

0.0628

0.0470

UF : 200 × 10
Web : 1000 × 10
LF : 200 × 10

0.0140

0.0019

가로보
콘크리트
바닥판

t : 250 mm, fck = 27 MPa

Fig. 1. Cross section of the study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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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xle spacing of vehicle for dynamic analysis.

거더교의 구조부재 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는 하
는 부재는 주거더의 복부판에 설치되는 수직보강
재이며, 수직브레이싱의 응답도 부수적으로 검토하
였다.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을 위해 해석대상
교량을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레임요소(주거
더, 가로보, 수직보강재 및 수직브레이싱), 플레이트
요소(RC 바닥판) 및 강체연결요소(주거더와 바닥판
의 연결부재)로 모형화하였다. 주행차량은 토사를
만재한 3축의 150 kN급 덤프트럭이며, 축간거리는
Fig. 3과 같다. 이동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을 위
해 Fig. 3의 덤프트럭을 3축의 주행질량으로 모형화
하였다.
실제 교통흐름의 다양성 및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해석변수 및 해석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해석경우 1은 영향선의 길
이가 짧은 대표적인 교량부재인 수직보강재와 수직
브레이싱의 응답특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주행차
량의 속도, 축간거리 및 주행차로 검지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행위치는 2차로의 중앙이며
(Fig. 1), 주행속도는 60 km/h이다. 해석경우 2는 동
일 차로 내에서 주행위치의 교축직각방향 편차가 수
직보강재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주
행위치를 차로 중앙에서 좌우로 최대 200 mm의 편
차를 갖도록 한 것이다. 해석경우 3은 주행속도 변
화에 따른 동적인 영향을 검토하고자 주행속도를 40
km/h에서 80 km/h까지 10 km/h씩 증가시킨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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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variables in time history analysis
구분

검토항목

부재 응답특성 검토, 주행 속도,
해석경우 1
축간거리 및 주행차로 검지

주행 위치

주행 차로

주행 속도

연행

병행

차로 중앙

2차로

60 km/h

-

-

해석경우 2

주행위치
편차의 영향

차로 중앙에서
-200~200 mm 편차
(Δs = 50 mm)

2차로

60 km/h

-

-

해석경우 3

주행속도의 영향

차로 중앙

2차로

40~80 km/h
(ΔV = 10 km/h)

-

-

해석경우 4

연행의 영향

차로 중앙

2차로

60 km/h

차두간격
10, 20, 30, 40 m

-

해석경우 5

병행의 영향

차로 중앙

1차로, 2차로

60 km/h

-

차두간격
10, 20, 30, 40 m

Table 3. Outline of the test bridge
상부구조형식

경간구성

교폭

평면사각

설계하중

5경간 연속 강합성 박스거더교

50 + 50 + 60 + 50 + 50 = 260 m

20.5 m

90°(직교)

DB-24/DL-24

다. 한편, 해석경우 4와 해석경우 5는 각각 주행차
량의 연행 및 병행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
으로서 차두간격은 10 m, 20 m, 30 m, 40 m이다. 이
때 해석경우 4의 차량주행위치는 2차로 중앙부이
며, 해석경우 5의 차량주행위치는 1차로 및 2차로의
중앙부이다.

2.2. 동적 현장재하실험
BWIM 시스템에 대한 수직보강재 응답의 적용성
을 검토하기 위해 강합성 거더교를 대상으로 동적
현장재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대상교량은 부산
광역시 소재 A고가교이며, 교량에 관한 현황을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4 및 Fig. 5는 각각
실험대상교량의 전경 및 횡단면도이다.
측정대상 수직보강재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
이 P22에서 A2 방향으로 1.25 m와 3.75 m 이격된

Fig. 5. Cross section of the test bridge.

Fig. 6. Location of measured vertical stiffener.

Fig. 4. Overall view of the test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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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이며, 두 수직보강재의 간격은 2.5 m이다. 수직
보강재의 단면은 160 × 14 mm(W × t)이다. Fig. 7에
는 수직보강재의 동적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부착한
변형률게이지를 나타내었다. 수직보강재의 축방향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변형률게이지를 연직방향
으로 부착하였으며, 부착위치는 상부플랜지에서 하
향으로 100 mm 이격된 위치이다.
Journal of the KOSOS, Vol. 27, No.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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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stiffener

Fig. 7. Attached strain gage for measuring the response of
vertical stiffener.

Fig. 8. Axle spacing of the test vehicle.

동적 현장재하실험은 3축의 150 kN급 덤프트럭
이 A2에서 P22 방향으로 2차로 중앙을 20 km/h, 40
km/h 및 60 km/h의 속도로 주행하며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덤프트럭의 제원을 Fig. 8에 나타내
었다.

3. 시간이력해석결과 및 분석
3.1절에서는 영향선의 길이가 짧은 부재인 수직
보강재와 수직브레이싱의 응답특성을 검토하였으며,
3.2절과 3.3절에서는 영향선의 길이가 짧은 부재의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주행차량의 속도, 축간거리 및
주행차로 검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한편, 3.4~3.6절에서는 주행패턴을 고려한 매개변수
해석을 통해 해석변수에 따른 수직보강재 응답의
크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수직보강재 응답을 이
용하여 주행차량의 특성 추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3.1. 수직보강재 및 수직브레이싱의 응답특성 검토
Fig. 3의 차량이 Fig. 1의 교량 위를 60 km/h 속도
로 2차로 중앙을 주행할 때 얻어진 수직보강재 및
수직브레이싱의 축력 시간이력곡선을 Fig. 9에 나타
한국안전학회지, 제27권 제1호, 2012년

(b) Sway bracing

Fig. 9. Axial force time histories(V = 60 km/h).

내었다. Fig. 9(a)에서 G4는 네 번째 거더를, -1 및 -2
는 각각 지점에서 0.2 m, 3.2 m 이격된 위치를 의미
한다. Fig. 9(b)의 G3G4는 세 번째 거더와 네 번째
거더 사이의 수직브레이싱이다.
Fig. 9를 살펴보면 지점 근방에 위치한 수직보강
재 및 수직브레이싱의 축력은 주행차량의 차축이 통
과할 때마다 피크치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점에서 3.2 m 이격된 경우, 수직보강재는
두 개만의 피크치, 즉 전륜에 의한 피크치 한 개와
중륜과 후륜에 의한 피크치 한 개가 발생하며, 수
직브레이싱은 피크치의 발생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지점에서 이격됨에 따라 지점에 의한 구속효과가 감
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9(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륜이 두 수
직보강재(G4-1, G4-2)를 통과한 시간 차이는 0.1824
sec이다. 또한, 지점부근의 수직보강재인 G4-1의 시
간이력곡선에 의하면 전륜과 중륜의 통과시간간격
은 0.1896 sec, 중륜과 후륜의 통과시간간격은 0.0792
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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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행차량의 속도 및 축간거리 추정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직브레이싱에 비
해 수직보강재의 응답이 차축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
으므로 이 절에서는 수직보강재의 응답을 이용하여
주행차량의 속도 및 축간거리를 계산하였다. 두 수
직보강재의 이격거리는 기지의 값(= 3.0 m)이고, 전
륜 통과시의 시간간격은 해석을 통해 얻어진 두 수
직보강재의 시간이력곡선으로부터 알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주행차량의 속도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점부근의 수직보강재에서는 각 차축 통과시마다
피크가 형성되므로 전륜과 중륜의 통과시간간격 및
중륜과 후륜의 통과시간간격을 시간이력곡선으로부
터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구한 주행속도와 함께 분
석하면 주행차량의 축간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전륜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보강재 G4-1과 G4-2
의 시간간격이 0.1824 sec이고, 두 수직보강재 사이
의 이격거리가 3 m이므로 주행속도는 3/0.1824 =
16.45 m/sec( = 59.22 km/h)가 된다. 또한, 수직보강
재 G4-1의 전륜과 중륜에 의한 피크의 시간간격이
0.1896 sec, 중륜과 후륜의 통과시간간격이 0.0792
sec이므로 전륜과 중륜의 축간거리는 0.1896 × 16.45
= 3.12 m, 중륜과 후륜의 축간거리는 0.0792 × 16.45
= 1.30 m로 계산된다. 이상의 계산결과는 실제의
주행속도 및 축간거리와 최대 3% 미만의 오차를 가
지고 일치하며, 이로부터 수직보강재와 같이 영향
선의 길이가 짧은 부재의 응답을 이용하여 주행차
량의 속도 및 축간거리를 비교적 높은 정확성을 가
지고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계산결
과를 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3. 주행차로의 검지

Table 4. Velocity and axle spacing of running vehicle estimated from analyt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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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도

추정치

(b) Axial force of vertical stiffener

Fig. 10. Time histories of girder center and vertical stiffener
(center of 2nd lane, V = 60 km/h).
Table 5. Maximum response of girder center and vertical stiffener(center of 2nd lane, V = 60 km/h)
구분
거더 휨모멘트
(N․m)
수직보강재 축력
(N)

G1

G2

G3

G4

G5

169,300 213,000 303,700 384,300 292,200
(0.44)
(0.55)
(0.79)
(1.00)
(0.76)
5,270
(0.20)

9,962
(0.37)

23,870
(0.90)

26,610
(1.00)

13,860
(0.52)

※ ( )안의 수치는 최대 응답에 대한 비

차량이 60 km/h의 속도로 Fig. 1의 2차로(G3과 G5
사이)를 통과할 때 얻어진 각 거더의 중앙부 휨모
멘트 및 거더별 수직보강재(지점에서 0.2 m 이격된
위치)의 시간이력곡선은 Fig. 10과 같으며, Table 5
에는 거더 중앙부 및 수직보강재의 최대 응답을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구분

(a) Moment at girder center

축간거리
전륜-중륜

중륜-후륜

59.22 km/h

3.12 m

1.30 m

정확치

60.00 km/h

3.20 m

1.30 m

오차율

1.3%

2.5%

0.0%

Fig. 10과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차량이 2
차로 중앙을 주행하는 경우에 주행차량이 거더에 미
치는 영향은 G4가 가장 크고 G3, G5, G2, G1의 순
서로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부터 수직보강재의 축력뿐만 아니라 거더 중앙부의
휨모멘트도 차량이 주행한 차로의 검지가 가능하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행차량의 중량 계측
을 목적으로 하는 BWIM 시스템은 차로 검지가 가
장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 축간거리 추정을 통해 차
량종류를 판별하고, 그 후 축중 및 총중량을 산정
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
더 중앙부의 휨모멘트 보다는 수직보강재의 축력이
주행차량의 차로검지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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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거더 중앙부의 휨모멘트를 이용하여 주
행차로를 검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교량의 중앙부
를 통과할 때 비로소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행차로의 검지는 가장 먼저, 즉 차량이 교
량을 진입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Table 5에 나타낸 최대 응답에 대한 각 거더
별 응답비를 살펴보면, 거더 중앙부의 휨모멘트에
비해 수직보강재의 축력이 주행차로 쪽으로 집중
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주행차로 검지는 영향선의 길이가 긴 부재보다는
수직보강재와 같이 영향선의 길이가 짧은 부재가
적합하며, 일상적인 공용조건하에서 측정을 통해 각
거더에 설치된 수직보강재의 응답이 얻어지면 응답
의 크기를 상호간 비교함으로써 차량이 주행한 차
로를 용이하게 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Peak axial force of vertical stiffener due to transverse
location of vehicle in a lane

구분

주행위치의 교축직각방향 편차에 따른
수직보강재의 축력(N)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mm mm mm mm mm mm mm mm mm

1st
17,500 17,230 16,910 16,530 16,120 15,680 16,500 17,470 18,450
peak
수직
보강 2nd
24,720 24,190 23,520 22,760 22,070 21,740 22,900 24,990 27,080
재 peak
G4-1
3rd
27,910 27,610 27,290 26,960 26,610 26,840 29,050 31,290 33,520
peak

3.4. 주행위치 편차의 영향
차량은 항상 차로의 중앙을 주행하는 것은 아니
며,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에 따라 교축직각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차로를 주행하게 된다.
동일 차로 내에서 주행위치의 교축직각방향 표준편
차는 약 150 mm 내외라는 연구결과가 있다10).
동일 차량이 동일 차로를 주행하더라도 주행차로
내의 주행위치 편차에 의해 수직보강재 응답의 크
기는 변화하게 된다. BWIM 시스템에서 축중은 응
답의 크기에 기초하여 계산되므로 이 절에서는 Table
2에 나타낸 주행위치 편차가 수직보강재 응답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
시 고려한 주행위치의 교축직각방향 편차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 200 mm(Δs = 50 mm)로 하였
으며, 주행차로 및 주행속도는 각각 2차로 및 60
km/h이다.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 중 응답이 가
장 크게 발생하는 수직보강재 G4-1에 대한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의 하단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편차가 커질수록 차량의 우측
바퀴가 G4 쪽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또한, Fig. 11
에는 각 경우의 응답을 차로 정중앙을 주행하는 경
우와 대비한 편차율을 나타내었다.
Table 6 및 Fig. 11에 의하면 주행위치의 ‘-’편차
가 증가할수록, 즉 차량의 우측 바퀴가 G4에 근접
될수록 수직보강재의 응답이 커지며, 증가 정도는
최대 12.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편
차가 커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응답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차가
한국안전학회지, 제27권 제1호, 2012년

Fig. 11. Difference percentage of axial force due to transverse
location of vehicle in a lane.

커질수록 차량의 재하위치가 바닥판의 중앙부에 위
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바닥판 응답이 동하중 효과
에 의해 증가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정된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직보강재의 응답은 주
행차로내의 주행위치 편차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주행속도의 영향
차량의 주행에 의해 교량 부재에 발생하는 응답
은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중 차량
의 주행속도가 주요한 인자중의 하나이다7). 본 연
구에서는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른 수직보강재 응답
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주행속도를 매개변수로 하
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시 고려한 주행
속도는 40~80 km/h(ΔV = 10 km/h)이며, 이는 중차량
의 일상적인 주행속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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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현, 전준창, 정민선, 경갑수

(a) Serial running

(b) Parallel running

Fig. 13. Serial and parallel running.

Fig. 12. Impact factor of vertical stiffener with respect to vehicle
velocity.

주행속도에 따른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얻어
진 수직보강재 G4-1의 응답을 이용하여 충격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일
반적으로 주거더의 변위 및 단면력은 주행속도의
증가와 함께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수직보강재
의 경우에는 Fig. 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행
속도 변화에 따른 경향이 뚜렷하지 않다. 3축 차량
주행시 형성되는 세 개의 피크치중 첫 번째와 세 번
째 피크의 경향이 유사하며, 동하중 효과는 첫 번째
피크가 가장 크고 응답의 증가는 최대 4%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른 동하중 효과
및 피크치간 경향이 상이하므로 수직보강재의 응답
을 이용하여 주행차량의 중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향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3축 차량 뿐만 4축 및 5축 등 다축 차량에 대해서
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Serial running

(b) Parallel running

Fig. 14. Axial force time history of vertical stiffener by serial
and parallel running(headway = 30 m).

3.6. 연행 및 병행의 영향
일상조건에서의 교통상태는 차량이 단독으로만
주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행 및 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Fig.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행은 동일 차로 내에서 종방향으로 차두간격을 갖
는 경우이며, 병행은 인접 차로에서 차두간격을 갖
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대상교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연행 및 병행 모두에 대해 차두간격을 10
m, 20 m, 30 m, 40 m로 적용하였으며, 해석시 고려
한 주행속도는 60 km/h이다.
연행 및 병행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얻어
진 수직보강재 G4-1의 축력 시간이력곡선 예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연행 및 병행에 대한 수직보강재
G4-1의 피크별 최대 축력을 단독주행시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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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sponse of vertical stiffener with respect to running
pattern.

Fig. 15에 나타내었다. 단독주행시에 대한 첫 번째
피크치의 변동율은 -3.5~3.0%, 두 번째와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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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치의 변동율은 0.1~2.1% 정도로, 연행 및 병행
의 영향이 미미하며, 이는 수직보강재 영향선의 길
이가 차량 이격거리보다 짧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차량중량 추정시 수직보강재의 변형을
이용하면 영향선의 길이가 긴 부재를 이용하는 경
우에 비해 주행패턴(연행/병행)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동적 현장재하실험결과 및 분석
앞 절에서는 수직보강재 응답을 이용하면 주행차
량의 축간거리, 속도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해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2.2
절에서 언급한 동적 현장재하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동적 현장재하실험을 통해 얻어진 수직보강재의
변형률 시간이력곡선을 Fig. 16에 나타내었다. Fig.
16에서 수직보강재 1과 수직보강재 2는 각각 P22에
서 A2 방향으로 3.75 m와 1.25 m 이격된 위치의 수
직보강재이며, 두 수직보강재의 이격거리는 2.5 m
이다.
세 개의 축을 갖는 덤프트럭이 주행할 때 측정된
Fig. 16의 수직보강재 변형률 시간이력곡선을 살펴
보면 모든 측정대상 수직보강재에서 세 개의 피크
치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변형률은 주
행속도가 20 km/h인 경우에 수직보강재 1에서 발생
하며, 그 크기는 9 µ이다. 이를 축력(P = AEε )으로
환산하면 4,234 N이다. 고속주행에 비해 저속주행
시에 최대 변형률이 발생된 것은 차량의 주행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시 계획하였던 주행위치를 다
소 벗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실험의
목적이 주행차량의 중량 추정이 아닌 주행속도 및
축간거리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험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주행차량의 속도 및 축간
거리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피크치 사이의 시
간간격 및 차축간 시간간격을 Table 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피크치 사이의 시간간격은 주행속도 계
산에, 차축간 시간간격은 축간거리 계산에 이용되
며, 계산방법은 3.2절과 동일하다.
Table 7에 정리되어 있는 결과 중 평균치를 이용
하여 계산한 주행속도 및 축간거리를 Table 8에 나
타내었다. 주행속도에 관한 최대 편차율은 11.0%
이고, 축간거리에 관한 최대 편차율은 7.0%로 나
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주행속도에 비해 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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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V = 20 km/h)

(b) Case 2(V = 40 km/h)

(c) Case 3(V = 60 km/h)

Fig. 16. Measured strain time histories at vertical stiffener.

거리의 추정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에서 WIM 시스템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행
속도와 축간거리에 관한 허용오차는 각각 ± 2 km/
hr와 ± 150 mm이다11). ASTM의 허용오차를 기준으
로 하면 축간거리의 최대 오차는 90 mm로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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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ime intervals between peaks and between vehicle
axles
주행속도(km/h)

구분

피크치간
시간간격
(sec)

차축간
시간간격
(sec)

1st-2nd
peak

2nd-3rd
peak

20

40

60

1st peak

0.420

0.200

0.145

2nd peak

0.395

0.205

0.140

3rd peak

0.400

0.205

0.140

평균

0.405

0.203

0.142

수직보강재 1

0.555

0.270

0.200

수직보강재 2

0.530

0.275

0.195

평균

0.543

0.273

0.198

수직보강재 1

0.190

0.100

0.070

수직보강재 2

0.195

0.100

0.070

평균

0.193

0.100

0.070

Table 8. Velocity and axle spacing of running vehicle estimated
from field test data
구분

Case 1

Case 2

Case 3

주행속도

축간거리
전륜-중륜

중륜-후륜

추정치

22.2 km/h

3.35 m

1.19 m

정확치

20.0 km/h*

3.40 m

1.28 m

편차율

11.0%

추정치
정확치

1.5%

7.0%

44.3 km/h

3.36 m

1.23 m

40.0 km/h*

3.40 m

1.28 m

편차율

10.8%

1.2%

3.9%

추정치

63.4 km/h

3.48 m

1.23 m

정확치

60.0 km/h*

3.40 m

1.28 m

편차율

5.7%

2.4%

3.9%

* 주행실험 중 운전자가 속도계기판을 읽어 통보한 값

만족하지만, 주행속도의 경우에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에 있어서 추정치와
정확치(이 값은 주행실험 중 운전자가 속도계기판
을 읽어 통보한 값이므로 정확한 값이라고 판단하
기 어려움)의 차이가 큰 이유는 주행실험 중 운전자
가 일정속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속
도계기판 자체의 오차 및 판독 오차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추정치가 오히려
실제 주행속도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현장실험을 통해 오차의 원인분석과
아울러 추정 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뒷받침되면
수직보강재 응답을 이용하여 주행차량의 각종 정
보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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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량 부재의 응답을 이용하여 교
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 거더교를 대상으로 해석적․실
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직보강재와 같이 영향선의 길이가 짧
은 부재의 변형률 응답을 이용하면 교량 위를 통
과하는 차량의 속도, 축간거리 및 주행차로의 검지
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에
의한 속도 추정치의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운전자가 속도계기판을 읽는 방식이
아닌 스피드 건과 같은 속도 측정장비를 사용하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직보강재의 응답은 주행차량의 주행속도
및 주행차로 내에서 주행위치의 교축직각방향 편
차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차량의 중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향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
는 2011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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