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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와 같은 성능 기반 시설의 사용성 증가는 새로운 구조물 및 기존 구조물의 품질과 강

도에 대한 정확한 내부 평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프라의 손상 및 결함탐지, 지역화 및 특성

화 할 수 있는 비파괴시험 기술은 인프라 관리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시험 중 응력파의 전파 특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결함을 탐지 
할 수 있는 충격반향시험으로 슬래브 하부에 발생한 공동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공동의 깊이를 달리하여 시
험체를 조성하였으며, 음향센서를 이용한 충격반향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웨이블릿
(Wavelet)기법을 활용한 시험 결과로부터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음향센서, 공동, 충격반향시험, 콘크리트 슬래브, 웨이블릿

1. 서 론

콘크리트의 두께 검사와 콘크리트 배면의 

상태를 비파괴 시험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구조물의 안전한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비파괴 

시험법이 개발 및 상용화 되어 있으나 

철도의 콘크리트 슬래브 도상 및 그 하부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비파괴 기법은 제안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반향시험의 단점인 비교적 느린 

시험속도 및 긴 시험 준비시간 등을 

보안하기 위하여 음향센서를 활용한 

시험기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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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충격반향시험의 특성상 

수작업을 통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을 

대체하고자 시간-주파수 해석기법을 통한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이상개소 판단 기법을 제시하였다.

시험의 검증을 위한 콘크리트 모형 

시험체를 제작하고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충격반향시험을 수행하여 상태에 따른 음향 

신호를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및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상태에 따른 신호특성을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콘크리트 슬래브 모형 시험체 제작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공동을 모사한 모형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총두께는 64cm 이며 콘크리

트 슬래브 하부에 3개의 다른 크기의 공동을 모사

하였으며, 콘크리트 슬래브 내부에 총 6개의 공

동을 모사한 후 Fig. 1과 같이 음향센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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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반향시험을 실시하였다.

  2.2 충격반향시험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서 햄머를 이용하여 충

격을 가한 후 하부 공동에 의해 반사되어 돌아오

는 응력파를 음향센서로 취득하였다. 취득한 데

이터는 FFT 변환 및 웨이블릿(Wavelet)변환을 실

시하여 Fig. 2와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Fig. 2 Cavity detection results using wavelet

3. 결 론

콘크리트 시험체 상부에서 음향센서를 이용한 

충격반향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약 6200Hz
의 주파수에서 스펙트럼 밀도의 증폭이 발생하였

다. 시간-주파수 그래프에서 그래프 형상이 시간

축으로 길게 윤곽선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을 종합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 및 내부에 공

동 등 이상개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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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cavity using acoustic sen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