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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ng structures is the basic process requiring establishment of grounds. 

However, cracks due to sinking and distorting ground influence directly on the safety 

of structural health. Vibrating wire sensor measures the crack of structure by detecting 

the differences of wire tensions in analogue manner. In the previous production 

process, the tension is adjusted manually measuring the frequency of vibrating wire. 

Therefore, the accuracy of a sensor was depends on the skill level of labor. In this 

study, the automatic tension control and fixing devise is developed to enhance both 

accuracy and productivit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vibrating wire sensor, 

the nonlinearity of sensor is measured. The automatic tension control and fixing devise 

enhances the nonlinearity of the sensor from 0.398 to 0.056%. Therefore, the accuracy 

of the newly proposed method is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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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반을 

깎고 다지는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 및 변형에 

의해 구조물의 변형 및 크랙(crack)이 발생될 수 

있고 이것은 각종 산업재해 및 구조물 안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구조물

에 대한 크랙을 측정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 

각종 구조물 사고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4).

구조물의 크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구

로는 Fig. 1과 같이 측정자(crack gage), 크랙팁

(crack tip), 전기저항식 변위계(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진동현 센서

(vibrating wire sensor) 등이 사용되고 있다5-7).

측정자는 양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

라스틱 재질의 자의 형태로 되어 있다. 크랙이 시

작하는 단면에 고정 홀(mounting hole)을 이용하

여 부착해 두면 크랙의 발생 크기에 따라 양단의 

고정점이 이동하게 되고 중간 부위의 눈금자를 사

람이 눈으로 직접 읽어 크랙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크랙팁에 의한 측정은 동전 크기의 금

속재질 크랙팁을 접착제로 크랙이 진행하는 부분

에 부착한 후 크랙팁의 변형 정도를 버니어캘리퍼

스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측

정자에 의한 크랙 측정 방식과 같이 작업자의 직

접 측정 방식이므로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일반 산업용에서 사용

되어지는 LVDT를 이용한 크랙 변형 측정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LVDT에 의한 측정은 측정 정보의 

정확성은 확보되지만 제품의 특성 상 토목 건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은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Geogage Co. Ltd에서는 

제품의 내구성이 강하고 신호의 손실이 적어 토목 

건설현장과 같이 열악한 조건의 현장에 적합한 진

동현 방식의 센서를 개발하였다7).

진동현 센서는 진동현에 가해지는 미세한 장력

(tension)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크랙을 측

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센서 이다. 현재의 생산 

공정에서는 작업자가 진동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진동현에 미치는 장력의 강

도를 수작업에 의해 조정한 후 현의 양단을 압착

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체가 작업자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

짐으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결

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의 양단을 

고정하는 공정은 숙련자가 아니면 불량률이 증가

하는 공정으로 센서 불량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진동현 센서의 제작 공정에서 

제품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고려한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a) crack gage          (b) crack tip
  

   (c) LVDT        (d) vibrating wire sensor
Fig. 1. Measurement of crack on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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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brating wire sensor.    

그리고 개발된 장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개발된 장치에 의해 제작된 진동현 센서의 직진도

(linearity)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진동현 센서의 동작 원리

진동현 센서의 변위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

다. Fig. 2는 진동현에 대한 간략한 구조도로 

양단이 고정된 현을 전자석 코일(plucking coil)

에 의해 강제로 진동시키면 진동수는 현의 장력

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리고 현의 장력 σ는 

현의 변형률 ε에 비례하므로 식 (1)과 같이 도

출된다8,9). 

 
 






 




(1)

여기서, 는 진동수, 은 현의 길이(cm), 

는 현의 장력(tensile force, ), 는 중력

가속도(gravitation acceleration, sec), 는 

현의 밀도(density, ), 는 현의 탄성계수

(elastic modulus, ), 은 현의 변형률

(strain)이다.

현이 받는 변형률 ε는 식 (2)와 같이 현의 

자유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8,9).

 
  

 (2)

따라서 현의 자유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현의 

변형률 또는 현이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현의 양단을 고정

시킨 뒤 변형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재에 부착시

키고 현의 중앙에 위치한 전자석코일의 자력으

로 철선을 진동시킨다. 그리고 자유 진동수 이

외의 모든 진동이 감쇠된 후 현의 자유 진동수

를 측정하여 나타나는 진동수에 의해 고정된 양

단의 변화량을 산출할 수 있다. 

3.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의 개발

3.1 진동현 센서의 수작업 접합 공정

현재의 생산 공정에서는 Fig. 3과 같이 진동

현을 삽입한 후 진동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를 

측정하면서 장력의 강도를 사람의 손으로 조정

한다. 그리고 일정무게의 추를 자유낙하시킴으

로써 현의 양단을 압착 고정하는 수동식 항타방

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이 고정되면 본체의 

홈 부분에 Plucking coil(진동현을 진동시키면

서 동시에 측정하는 코일)이 부착되어 센서를 

완성하게 된다. 

여기서 현의 양단을 고정하는 공정은 숙련자

가 아니면 불량률이 증가하는 공정으로 센서 불

량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동식 항타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압과 공압에 의한 두 가지 방

식의 압착 장치를 고려하였다. 

3.2 진동현 센서의 접합부 설계

유압과 공압에 의한 두 가지 방식의 압착 실

험에 앞서 기존의 추에 의한 수작업 시의 주요 

압착 조건을 분석하였으며 압착 조건으로는 추

의 무게와 타격 높이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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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수작업에 의한 기존의 압착 과정을 

고려해서 4가지 무게(4.5 kg, 5.0 kg, 5.5 kg, 

6.0 kg)의 추와 4가지의 타격 높이(110 mm, 

115 mm, 120 mm, 125 mm)에 대해서 각 조

건에 대해 5회 압착 시험을 실시하였다8). 여기

서 각 조건에서 생산된 센서의 인장력이 7 kg 

이상 이면 양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시험에서 추 무게가 가벼울 때는 눌러주는 

힘이 약하고 대상면과의 충돌 시 탄성에 의하여 

고정핀을 눌러주지 못하고 튕기는 현상이 생겼

으며 반대로 추 무게가 무거울 경우에는 눌러주

는 힘이 너무 강해 고정핀을 과도하게 압착하여 

진동현을 끊어버리는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상면과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충격 시 발생되는 미세한 떨림 때문에 

진동현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추의 

무게 보다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시험결과로부터 5.0 - 5.5 kg의 추

에서 115 - 120 mm의 타격 높이가 적절히 조

절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8).

수작업 시의 압착 조건을 고려해서 유압에 

의한 압착 시험을 Fig. 4와 같이 실시하였다. 

유압방식의 경우 반복 재연성에서는 우수한 결

과를 얻었으나 다음의 문제점을 보였다.

먼저 강한 유압력으로 압착된 고정핀에 의해 

현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 하였고 공구강으로 

제작된 센서 고정용 지그(jig)가 깨어지는 문제

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유압 장치를 구성할 경

우 유압원을 포함한 장치 구성으로 전체적인 장

치 크기가 크질 수 있고 압유에 의해 현에 기

름이 묻게 되어 진동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센서 제작 공정

에서 요구하는 압착력, 환경성 등을 고려해서 

Fig. 5와 같이 공압에 의해 구동되는 접착 장치

부를 제작 하였다.

기존의 압착 과정에서는 일정무게의 추를 자

유낙하하여 현의 양단을 압착하여 고정하는 방

식을 이용하였으며 현의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추의 무게를 가변 시키면서 제품을 생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현 센서의 생산 시 요구되는 

압착력 조절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

압 실린더의 속도 조절을 통해 압착력을 가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3. Manufacturing process with a manual 
method.

Fig. 4. Hydraulic press for fixing a wire.

 

Fig. 5. Pneumatic press for fixing a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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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itoring program.

3.3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개발단계에서는 개발 편의를 위

해 Fig. 6과 같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서보모터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유압 및 공

압 구조에서도 적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측정 시작과 정지, 위치 제어, 속도제어

가 가능하게 구성하였으며 측정 결과 토크 계산

량을 그래프로 도식화 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

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센서 장력 특성에 따라 

장력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피드백(feedback) 구

조로 장력의 변화에 따른 위치제어가 가능하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

저 ‘System Control’ 기능에서는 측정 시작

(start), 측정 정지(stop), 측정 상태 원위치

(origin), 시작 오프셋 위치 조정(start offset), 

서보 모터 속도 제어(speed) 기능으로 구성하였

다. ‘Data Management’ 기능에서는 테스트 결

과를 엑셀 파일 및 그래프로 저장(save), 테스트 

1회가 끝나면 자동 저장(AUTO), 측정 테스트 

결과 Display(RESULT)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System Status’ 기능에서는 통신 연결 상태 확

인(comm#1), 리미트 센서 연결 상태 확인

(comm#2), 서보모터 알람 여부 확인(comm#3)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측정 결과 

Chart’ 기능에서는 측정된 결과 값을 회전, 이

동, 줌, 3D/2D, 차트 속성 변경, 인쇄 등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였다.

3.4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진동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를 

측정하면서 장력의 강도를 조절한 후 공압에 의

해 현의 양단을 압착하여 고정할 수 있는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를 Fig. 7과 같은 개발

하였다. Table 1은 개발된 장치의 사양을 나타

낸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제어기를 Fig. 

8과 같이 개발하였다. 

Fig. 7. Developed automatic tension control 
and fixing device.

PART Model

PLC XGK

HMI Pro-face (AST3401)

Sensor BM Series, PR08 Series

WIRE Control HC Series, MR-J3

Table 1. Specification of thw developed 
automatic tension control and fix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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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roller of the automatic tension 
control and fixing device.

 

(a) insert a wire    (b) set it on the jig

 

(c) Pressing force   (d) fixing process

Fig. 9. Manufacturing process with the 
automatic tension control and fixing 

device.

 

제어 장치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는 시작

과 정지, 위치 제어, 속도제어가 가능하고 측정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센서 장력 특성에 따라 장력을 조절 할 수 있

도록 장력의 변화에 따른 위치제어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4.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에 의한  

          진동현 센서 제작 및 성능 평가

4.1 진동현 센서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에 의해 진동현 센서를 제작하였다. Fig. 9

는 개발된 장치에 의한 센서 제작 과정을 나타

낸다. 먼저 고정뭉치에 강선을 삽입하고(Fig. 

9(a)) 지그에 고정(Fig. 9(b))한다. 그리고 지그

를 통과한 강선을 인장기에 연결한 후(Fig. 

9(c)) 장치를 동작(Fig. 9(d))시킨다. Fig. 10은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에 의해 제작된 

진동현 센서를 나타낸다. 

Fig. 10. Vibrating wire sensor 
manufactured by the automatic 

tension control and fixing device.

4.2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진동현 센서의 

제품 성능지표의 99%를 차지하는 센서의 직진

도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센서의 직진도는 하

중의 변화에 따른 센서의 변화된 선형성의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Fig. 11과 같이 EB50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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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inearity evaluation between existing 
sensor and new one.

Table 2와 3은 기존 제품과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진도 결

과를 나타낸다. Table 2에서 보면 기존 제품의 

경우 직진도 평균이 0.398이고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제품의 경우 평균 0.056의 직

진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를 이용해서 

생산된 제품이 보다 우수한 센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Pressure

[kg/cm2]

Reading

data [Hz]

Change of

data [Hz]

Nonlinearity

[%]

0 9321 - -

1 8591 -730 -0.07

2 7868 -723 -0.64

3 7168 -700 -0.54

4 6482 -686 -0.05

5 5805 -677 0.69

Table 2. Nonlinearity evaluation of sensor 
manufactured by the previous method.

Pressure

[kg/cm2]

Reading

data [Hz]

Change of

data [Hz]

Nonlinearity

[%]

0 8726 - -

1 7972 -755 0.02

2 7213 -758 -0.09

3 6462 -751 -0.01

4 5706 -756 -0.07

5 4958 -748 0.09

Table 3. Nonlinearity evaluation of sensor 
manufactured by the developed devic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동현 센서의 제작 공정에서 

제품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고려한 자동 장력 조

절 및 접합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센서의 직진도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존 제품의 경우 직진도 평균

이 0.398이지만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제품의 경

우 평균 0.056의 직진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동 장력 조절 및 접합 

장치를 이용해서 생산된 제품이 보다 우수한 센

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부산테크노파크 기계부품소재기술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선도기업 종합기술지원

사업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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