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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물의 형상 예측 기술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의 성능이 구조물의 형

상 변형에 의한 공기력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행기 날개, 헬리콥터의 로터,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

드 등과 같은 항공 우주 구조물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부

각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SPR(Stereo Pattern Recognition)이나 PMI(Projection Moire’ 
Interferometer)와 같은 광학 이미지 방법을 이용하였다[1-2]. 
하지만 광학 이미지 방법은 필연적으로 구조물 외부에 카

메라와 같은 광학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구조물

이 운용중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워, 풍동 실험과 같은 
제한된 조건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변형률(strain)은 구조물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적 물

리량으로 구조물에 직접 장착된 센서(space realizable sensor)
로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변형률 측정을 통해 구조물의 
형상을 예측하는 방법이 보다 실용적이라 판단된다. 변형

률 기반 형상 예측 관련 주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Foss와 Haugse[3]는 모드 형상과 변형률 모드 형상간의 변

환식을 이용하여, 변위 예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트레인 센서의 개수와 위치 최적화

를 수행하였다. Pisoni와 Santolini[4]는 변형률 측정 지점과 
변위 예측 지점간의 전달 함수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변형 
예측을 연구하였다. 변형률 기반 형상 예측을 위해서는 구

조물 상의 다수의 지점에서 변형률을 측정하여야 하는 데, 
기존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였으나, 측정 지점이 
많아질수록 센서와 스트레인 게이지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

이 매우 복잡해 지고, 전자기 간섭 등 외부 노이즈에도 영

향을 많이 받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

에는 광섬유센서의 한 종류인 FBG(fiber Bragg grating)센서

를 변형률 측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FBG 센서는 기존의 
스트레인 게이지에 비하여 전기 노이즈 등 전기장의 영향

을 적게 받으며, 크기와 질량이 작아서 구조물 특히 복합

재료의 내부에 삽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무엇

보다 광섬유 라인 한 개로 동시 다점 측정(multiplexing)이 
가능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보다 월등히 많은 측정 포인트

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 Kang과 Han[6]은 4개

의 FBG 센서와 DST(Displacement-Strain Transformation) 방

법을 이용하여, 1-D 빔의 변형을 예측하였다. 또한 Rapp과 
Han[7]은 DST 방법을 발전시켜 2-D 평판의 형상 예측에 
활용하였으며, 이 때, 16개의 FBG 센서를 통해 8개 지점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구조물의 형상 측정에 대한 필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풍력발전기나 헬리콥터

의 로터와 같은 회전구조물의 형상 유지 및 능동 제어, 효

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변형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FBG 센서와 DST 방법을 활용하여, 회전 구조물의 변형

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회전하는 구조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FBG 센서의 위치 최적화를 수행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FBG (Fiber Bragg Grating) 센서 

본 연구에서 구조물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FBG 
센서를 선택하였다. FBG 센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전기장 
및 자기장에 의한 노이즈를 적게 받고, 한 개의 센서 라인

에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트레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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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a structural deformation estimation technique based on strain measurements. The displacement-strain-
transformation (DST) matrix is used to estimate the out of plane deformations from in plane strains. Strain sensor positions were 
optimized by the minimization of the condition number of the DST matrix for the 1-D beam. We further expanded the shape 
estimation method to rotating beams. Fiber Bragg grating (FBG) sensor is used to measure the strains at multiple points. The FBG 
sensors are distributed on a rotary beam and the sensor signal is transmitted through the optical rotary joint. Bending displacements 
are estimated and compared with displacement data extracted from photographs taken by high-speed camera. This show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hape estimation technique based on DST matrix for rotating beam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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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광-회전 조인트를 통해 신호를 회전 구조물의 변형

률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 FBG 센서는 광

섬유에 새겨진 격자(grating)로 인해 굴절률 변화가 발생하

고, 이 굴절률 변화로 인해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그림 1). 반사 파장(Bragg wavelength: λB)는 
격자 간격(Λ) 과 유효 굴절률(ne)로 표현된다(식 1). 

2B enλ = Λ  (1)

이 원리를 바탕으로 반사 파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구조

물의 변형률 (εm)을 측정할 수 있다(식 2). 일반적인 광섬유

의 경우 photo-elastic constant (Pe)는 0.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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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BG 센서 동작 원리 
 

3. DST (변위-변형률 변환) 
가. DST formulation –모드 접근법 
모달 접근법을 통한 변위-변형률 변환은 구조물의 모드 

형상 φi 과 이에 상응하는 변형률 모드 형상 ψi을 이용하

여 구성된다. 구조물의 형상 y은 식 5와 같이 n개의 모드 
형상과 모드 좌표 {q}n×1를 이용하여 N개의 이산화된 형상 
{y}N×1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물의 변형률 ε 또

한 동일한 모드 좌표와 n개의 변형률 모드 형상을 이용하

여 M개의 이산화된 형상 {ε}M×1 근사할 수 있다(식 6).  

[ ] [ ]1 2 nN n
ϕ ϕ ϕ

×
Φ = ⋅ ⋅ ⋅ (3)

[ ] [ ]1 2 nN n
ψ ψ ψ

×
Ψ = ⋅⋅ ⋅ (4)

{ } [ ] { }1 1N nN n
y y q

× ××
≅ = Φ ⋅  (5)

{ } [ ] { }1 1M nM n
qε ε

× ××
≅ = Ψ ⋅ (6)

식 6을 모드 좌표에 M개의 변형률과 변형률 모드 행렬

을 이용하여 다시 쓰면 식 7과 같다. 

{ } [ ] [ ]( ) [ ] { }
1

1 1

T T

n MM n M n M n
q ε

−

× ×× × ×
= Ψ Ψ Ψ (7)

식 7에서 구한 모드 좌표를 식 5에 대입하면, 변위-변형

률 변환식 (Displacement-Strain Transformation)을 구할 수 있

다(식 8). 이 때, [T]N×M 을 DST 행렬이라 한다. 식 7에서 
유일한 모드 좌표를 갖기 위해 식 4의 변형률 모드 행렬의 
위수(rank)는 사용된 모드 형상의 개수인 n과 같고, 변형률 
센서 개수인 M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즉 우리는 최대 

M개의 모드 형상 n을 사용할 수 있다(n≤M). 따라서 많은 
모드 형상을 DST 행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변형률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 } [ ] [ ] [ ]( ) [ ]
[ ]

{ }
1

1 1

N M

T T
e N N n M n M n M n M

T

y ε

×

−

× × × × × ×
= Φ ⋅ Ψ ⋅ Ψ ⋅ Ψ ⋅

(8)

나. 센서 위치 최적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형률 센서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수의 변형률 센서를 사용할 경

우에도, 보다 정확한 형상 예측을 위해서 센서 위치의 최

적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위치의 최적화를 위

해 DST 행렬의 조건수 (condition number)를 그 척도로 사

용하였다[7]. 행렬의 조건수는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의 민

감도를 나타내므로, 조건수가 낮을수록, 변형률 오차에 의

한 변위 예측의 오차를 예방할 수 있다.   
4개의 변형률 센서를 사용하여, 길이 500mm인 아크릴 

빔의 형상 예측을 수행할 경우에 대해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을 적용하여 각 센서의 최적 위치를 구하

였다. 그 결과, 최적의 조건수가 17.4일 때, 4개 센서의 위

치는 각각 39mm, 152mm, 206mm and 333mm이며, 실제 실험

의 경우 FBG 센서의 길이가 10mm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40mm, 150mm, 210mm, 330mm을 최적의 센서 위치로 결정

하였다. 
 
다. 구조 해석을 통한 DST 검증 
DST방법을 회전하는 빔의 형상 예측에 적용하기에 앞서, 

회전하는 빔의 구조모델을 사용하여, DST 방법을 적용해보

았다. 그림 2는 15RPM으로 회전하는 빔의 변형 해석 결과

로, 여기에서 빔의 변형과 앞서 구한 최적 센서 위치에서

의 변형률을 획득하였다. 각 4개의 변형률 데이터를 DST 
행렬에 곱하여 예측한 빔의 변형을 해석결과와 같이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의 결과를 통해, 변형률과 DST 행

렬을 통하여 회전하는 빔의 변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4. 회전 빔의 변형 예측 실험  
가. 실험 수행 
모터를 통해 아크릴 빔을 회전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길이 500mm, 두께 2mm의 얇은 아크릴 빔에 
각각 1533nm, 1541nm, 1547nm, 1556nm의 반사 파장을 가진 
4개의 FBG 센서를 최적화된 센서 위치에 부착하였다. FBG 
센서 신호는 그림 4의 광-회전 조인트를 통해 FBG 계측 
장비(sm130)와 연결되어 회전하는 상황에서도 변형률 정보

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전하는 중에 빔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크릴 빔에 13개의 마커를 부착, FBG 계

측 장비와 동기화되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각 마커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DST 방법을 통해 예측된 변위와 고속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변위를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DST 
방법의 성능을 평가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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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 변형 해석 결과 (15 RPM) 그림 3. 변형 결과 비교: 해석 vs. DST 예측 

 

 
그림 4. 회전 구조물 실험 장치 구성도 

 

나 실험 결과 
아크릴 빔을 15, 30, 45, 60RPM으로 회전시키면서 회전각

과 4개의 FBG 센서로부터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회전하는 
빔에 대변형을 유발할 수 있게 0도에서 800도 까지만 회전

하도록 모터를 제어하여 과도응답을 인가하였다. 그림 5의 
회전 시작부분과 회전 끝 부분에서 1000με 이상의 변형률

이 발생한 것을 통해 회전하는 빔의 대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60RPM으로 회전할 때 빔 tip의 변위 결과

이다. 빨간색 실선은 고속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변위이며, 
녹색 점은 FBG 센서로 획득한 변형률을 이용하여 예측한 
변위이다. 그림 6의 결과를 통해, DST를 통해 예측한 변위

가 고속카메라를 통해 얻은 변위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전 시작과 끝 부분에서 발생한 100mm
에 가까운 대변형도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은 앞서 그림 6의 결과를 회전하는 빔의 형상으로 재구성

한 것이다. 그림 7을 통해 회전 빔의 변형 예측이 DST 방

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ST 방법을 이용한 회전 빔의 변형 예측 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실험 결과의 MAC(Modal assurance Criterion)
과 NMD(Normalized Modal Difference)를 계산하였다. 그림 
8(a)는 고속카메라와 DST 방법을 통해 획득한 빔 변형 
contour이고, 그림 8(b)는 변형 contour를 이용하여 계산한 
MAC과 NMD 값이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MAC과 NMD 값이 각각 1과 0%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

다. 반면 변형이 0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계산상의 문제로 
인해, MAC과 NMD 값이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형상 예측 결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 MAC과 
NMD 값의 중앙값(median)을 구하였다(표 1). 표 1에서 각

각의 회전 속도에 대해서 DST 방법을 통한 형상 예측법은 
MAC 0.99, NMD 10% 미만의 형상 예측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형상 예측 결과: MAC & NMD 

 15 RPM 30 RPM 45 RPM 60 RPM
MAC-
median 0.993 0.997 0.999 0.998 

NMD-
median 8.17% 5.71% 3.64% 4.2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DST 방법을 통한 회전 구조물의 변형 

예측 기술을 개발하였다. 모달 접근법을 바탕으로 1-D 
빔의 변형률과 변위와의 관계 행렬(DST 행렬)을 구하고, 
조건수 최소화를 통해 최적화된 센서 위치를 구하였다. 
그리고 회전 구조물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회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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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기존의 DST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

크릴 빔을 회전 시킬 수 있는 실험장치를 준비하고, 변

형률 측정을 위해 FBG 센서와 광-회전 조인트를 사용

하여 손쉽게 회전 구조물의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여러 회전 속도에서 인가된 빔의 과

도 응답을 DST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변형률 결과와 회전각 (60RPM) 

 

 
그림 6. 빔 tip(500mm)의 변위결과 (60RPM) 

 

 
그림 7. 빔의 회전 형상 (60RPM) 

(a)

(b)

그림 8. (a) 빔 변형 contour, (b) MAC & 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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