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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tting time which is the important element for the determination of slip-up speed of Slip-Form system is the hardening

time of early-age concrete when the in place concrete has minimum compressive strength before the concrete appears out of

Slip-Form system. But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setting time because it depends on not only the composition ratio of

concrete but also various conditions of construction fields. Thus, the technique to estimate accurately and continuously the

hardening time of early-age in place concrete during operating Slip-Form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safety of Slip-

Form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the shape of concrete. Ultrasonic wave-based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s have the

advantages which are accurate and continuous in estimating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Of such methods, the method using

surface wave which propagates along the surface of material is effective for thick member such as a pylon. Thus, in this paper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slip-up speed for Slip-Form system using surface wave velocity is performed. The relation

between the slip-up speed of Slip-Form system and the setting time is formulated, and the surface wave velocity is estimated

from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of the numerical results for surface wave propagation. Finally, the accuracy of this method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the wave source and receiver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surface wave velocity

and the elastic modulus a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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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초장대교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시에 사용되고 있는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를 결정하는 요소인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

트가 거푸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굳기를 갖게 되는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시간으로서, 배합 시 단위시멘트량 및

타설시 여러 현장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초기경화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콘크리트면의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경화시간 결정을 위한 콘크리

트 경화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더구나 슬립폼 공법은 연속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거푸집 탈형 전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초음파를 이용한 기법은 콘크리트면에 초음파를 투과시켜 투과된 신호를 측

정 및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량적이며 연속적으로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는 기

법은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표면파 속도의 변화를 통해 콘크리트 경화정도를 알 수 있으

며, 주탑과 같이 두께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콘크리

트의 경화정도를 추정함으로서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슬립폼 시스템 상승속도와 초

기경화시간과의 관계식을 유도하였으며, 표면파 진행문제의 수치해석 결과를 연속웨이블릿변환 하여 표면파 속도를 추정하였

다. 이때 탄성파 발생위치와 두 개의 수신점 거리에 따른 추정된 표면파 속도의 정밀도를 조사하였으며, 추정된 표면파 속

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핵심용어 : 슬립폼 시스템, 초기경화시간, 표면파 속도, 연속웨이블릿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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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장대교 콘크리트 주탑을 시공하기 위한 이동식 거푸집

시스템으로는 운영 방법에 따라 크게 ACS(Auto Climbing

Form System)와 슬립폼 시스템(Slip-Form System)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슬립폼 공법은 슬라이딩 공법이라고도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구체 속에 묻혀 있는 로드(Rod)를 수직

잭(Jack)이 물고 요오크 레그(Yoke-Leg)와 폼패널(Form-

Panel) 등을 수직 상승시키면서 콘크리트를 연속 타설하는

공법으로, 거푸집 조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양생, 거

푸집 탈형 등 5가지 반복작업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서 타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슬립폼 공법에서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은 시공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경화시간은 콘

크리트가 거푸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굳기를 갖

게 되는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시간으로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콘크리트의 초기응결반

응시간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초기경

화시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콘크리트의 타설속도와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천재원,

이영철, 1997).

초기경화시간은 배합시 단위시멘트량에 크게 영향을 받으

며 또한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 계절적 영향, 지역적 영향,

슬립폼의 높이, 구조물의 두께 등 여러 현장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전에 초기경화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검침봉을 슬립폼 거푸집내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직접 삽입

하여 정성적으로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콘크리트의 초기

경화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시공자의

잘못된 판단은 경화가 덜 진행된 콘크리트를 거푸집 밖으로

노출시키게 만들어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 및 콘크리트면

의 유지관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경화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

는 기술이 필요하며, 또한 연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슬

립폼 공법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기술은 연속적인 콘크리

트 경화정도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정도를 파악하는 기법은 크게 역학적

기법(반발 경도법, 인발법, 관입저항법 등), 초음파를 이용한

기법(초음파 속도법, 초음파 반사법, 충격반향기법, 공진주파

수법, 음향방출법 등), 그리고 방사능을 이용한 기법(감마선

측정법, 엑스선 현미경 관찰법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

기서 초음파를 이용한 기법은 콘크리트면에 초음파를 투과

시켜 투과된 신호를 측정 및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량적이며

연속적으로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는 기법은 표면

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표면파

속도의 변화를 통해 콘크리트 경화정도를 알 수 있으며, 주

탑과 같이 초음파를 투과시키기 어렵거나 투과 경로상에 철

근 등에 의한 반사파의 간섭이 많아 초음파 신호의 측정이

어려운 두께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슬립폼 시스

템의 상승속도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는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 시점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은 표면파

속도의 증가 시점과 관계가 있으므로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면파 속도의 증가 시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슬립폼 시스템의 상

승속도 결정을 위해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와 콘크리트

초기경화시간과의 관계식을 유도하였으며, 콘크리트의 초기

경화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탄성파 진행문제의 수치해석(김희

석, 이종세, 2007) 결과를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표면파

속도 측정 방법(Shin et al., 2007)에 적용하여 표면파 속도

를 추정하였다. 이때 탄성파의 진동원과 두 개의 수신점 사

이의 거리에 따른 추정된 표면파 속도의 정확도를 분석하였

으며, 이로부터 표면파 속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식을

Pauw(1960)의 연구에 기초하여 유도하였다.

2.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에서 슬립폼 시스템에서의 거푸집 높

이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약 125 cm를 사용하고 있다.

시공중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 및 콘크리트 표면관리를 위

해 거푸집 내부는 약 15 cm 정도의 굳지 않은 콘크리와

약 65~80 cm의 경화중인 콘크리트, 그리고 약 25~40 cm

의 초기경화시간이 도달된 굳은 콘크리트로 구성되어있다.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는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에 의

해 영향을 받는데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는 계절적, 지역적, 슬

립폼의 높이, 콘크리트의 강도 및 슬럼프, 구조물의 두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좌우되므로 필요에 따라 조강재나 지연재

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를 단축 또는 지연하여

슬립폼의 상승을 조절하고 있다. 여름 공사는 경화속도가 빠

르므로 탈형된 콘크리트에 특별한 보양방법을 사용하여 수

분 증발을 막아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의 공급 및 공급 설비의 과다로 인한 작

업인원 및 장비의 증가 등이 발생하여 비경제적이 될 수 있

다. 겨울공사는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가 늦으므로 조강재 등

그림 1. 슬립폼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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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온설비를 설치하고 상승속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여 시

간당 작업 물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림 1에서 초기경화시간 도달 콘크리트의 높이가 25~40

cm를 미달하게 되면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과 콘크리트 표

면 관리 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승속도는 감소되

어야 하고, 초과하면 공기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상승속도는 증가되어야 한다. 만약 상승속도를 증가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콘크리트 타설층의 두께는 감소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Vslip)는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슬립폼 거푸집 밖으로 노출되는 거리(슬

립폼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 높이)를 초기경화시간(tset)으로

나눈 것과 같으므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트가 거푸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굳기를 갖게 되는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시간(hr)이

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슬립폼 거푸집 밖으로

노출되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슬립폼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

높이(H)와 슬립폼 시스템의 1일 상승 높이(h)와의 관계를

식 (2)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1)

(2)

그림 2는 식 (2)의 초기경화시간과 슬립폼 시스템 1일 상

승 높이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서 슬립폼 시스템의 1일

상승 높이는 초기경화시간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슬립폼 시스템의 1일 상승높이가 결정되면 콘크리트의 초기

경화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식 (1)을 이용하여 슬립폼 시

스템의 상승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식 (1)에서 Vslip은 슬립

폼 상승속도(cm/hr), H는 슬립폼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 높

이(m), 그리고 tset은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hr)을 각각 나

타낸다. 그리고 식 (2)에서 α는 1일 중 작업 휴지 시간(hr)

을, h는 슬립폼 시스템 1일 상승 높이(m)를 각각 나타낸다.

콘크리트의 거푸집 탈형시기와 관련하여, 일반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09)와 가설공사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2006)에서는 압축강도가 5 MPa 이상에

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0 MPa 이상의 고강도 콘

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건설 제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2002)에서는 압축강도가 8 MPa 이상에서 제거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한편, ACI 318(2004)와 ACI 347(2005)에서는 콘

크리트가 거푸집 제거에 따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시기를 거푸집 제거시

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요구되는 충분한 강도에 대한

기준은 설계자나 현장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계자

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측정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직접강도시험(ASTM C 873),

관입저항시험(ASTM 803), 인발강도시험(ASTM C 900),

리바운드시험(ASTM C 1074), 그리고 파동속도시험(ASTM

C 597-97) 등으로 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강

도시험, 관입저항시험, 인발강도시험은 공시체 제작이 요구

된다는 점, 리바운드시험은 콘크리트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

는 점 때문에 연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슬립폼 시스템

으로 적용이 어려운 반면, 파동속도시험은 슬립폼 시스템 상

승에 따라 연속적으로 파동의 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슬립폼 시스템에 적

용이 용이하다.

3. 콘크리트의 초기경화 판정

3.1 매질에서의 탄성파 진행

슬립폼 시스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1의 초기경화

시간 도달 콘크리트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초

기경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법 중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법은

정량적이며 시공중 연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탑 시

공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슬립폼 시

스템으로의 적용이 용이하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법은 초음파 속도법, 초음파 반사법,

충격반향기법, 공진주파수법, 음향방출법 등이 있으며, 이중

초음파 속도법은 초음파를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시켜 수신

점에서 측정된 신호의 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콘크리

트의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빨라지는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

하는 방법이다.

초음파는 불가청주파수인 20 kHz 이상의 파를 의미하며

매질의 표면을 가격시킴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

우 발생되는 진동은 그림 3과 같이 전체에너지의 약 7%가

압축파(P파), 약 26%가 전단파(S파), 그리고 약 67%가 표

면파(R파)의 형태로 매질을 전파하게 된다(Wood, 1968). 표

Vslip

100H

tset
-------------=

tset
H 24 α–( )×

h
---------------------------=

그림 2. 초기경화시간과 상승높이 그림 3. 탄성파의 진폭 및 에너지 분산(Wood,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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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사파의 전파

표 3. 초음파 도달시간(μsec)

n
1 2 3 4

계산 실측 계산 실측 계산 실측 계산 실측

압축파(P-wave) 39 39.674 77 77.482 115.2 115.21 153.5 153.34

전단파(S-wave) 63.4 99 135.9 173.6

표면파(R-wave)
계산 실측

15.7 16.012

그림 5. 초음파 시험

표 1. 초음파 시험장비 사양

시험장비 모델 사양

초음파 발수신기 DPR 300
Pepetition Time : 5 kHz

Pulse Bandwidth : 10 MHz

Digital Oscilloscope Wave Runner 2
Bandwidth : 350 MHz
Sampsle Ratio : 1 Gs/s

Transducer KISC Frequency : 1 MHz

표 2. 시험편의 물성

탄성계수
(N/m2) 포아송비

밀도
(kg/m3)

6.3×109 0.325 1180

그림 6. 초음파 신호

면파는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한 감쇄가 발생하는데 콘크리

트 구조물의 표면에 발생시킬 경우 심부의 철근이나 구조물 두

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표면을 따라 전파하게 된다.

그러나 압축파와 전단파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방사형으로

전파하게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발생시킬 경우

철근, 골재, 또는 구조물의 두께 등의 영향으로 반사파가 발생

하게 된다. 이때 반사면에서는 모드변환(mode conversion)이

발생하게 되어 반사된 압축파와 전단파는 뒤섞여 구조물 내

부를 전파하게 된다.

그림 4는 매질의 표면에 위치한 진동원으로부터 발생되어

전파하는 파와 두께 h를 갖는 매질의 바닥에서 반사되어 전

파하는 반사파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식 (3)

은 그림 4의 수신점에서 압축파에 대한 반사파 도달 시간

(TP) 및 전단파에 대한 반사파 도달 시간(TS)을 나타낸 것이다.

식 (3)에서 n은 두께 h의 바닥으로부터 n번째 반사된 반사

파를 의미하며, vP와 vS는 매질에서의 압축파 및 전단파의

전파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3)

3.2 탄성파 진행의 초음파 시험

그림 4와 식 (3)의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그림 5의 초음파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5에서 초음파 발수신기(DPR 300)

를 통해 생성된 전기 신호는 발신 탐촉자를 통해 물리적 신

호로 변환된 후 시험편을 따라 전파하게 된다. 전파된 신호

는 다시 수신 탐촉자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후 초음

파 발수신기를 통해 증폭되어 디지털오실로스코프로 전달되

게 된다. 

그림 6은 그림 4에서 시험편의 두께가 h=52.3 mm이고 수

신점 위치가 진동원으로부터 l=20 mm인 경우 초음파 시험

을 통해 수신점에서 측정된 오실로스코프상의 신호를 나타낸

다. 여기서 “1P~4P”는 두께 h바닥으로부터 반사된 1번째~4

번째 압축파를 의미하며 “R”은 표면파를 의미한다. 표 3은

두께 h바닥으로부터 n번째 반사파 도달시간에 대해 식 (3)에

TP  or  TS
l
2

2nh( )2+

vP  or  vS
-------------------------   n, 1 2 3 …, , ,= =

의해 계산된 값과 오실로스코프에서 읽어 들인 값을 나타낸

것이다. 압축파의 경우 초음파 시험을 통해 오실로스코프에

서 측정된 값과 근소한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실로스코프를 읽어 들이는데 따른 측정오차로 판단

된다. 전단파의 경우 오실로스코프에서 정확한 값을 읽어 들

이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는 파의 모드변환에 따른 다양한

신호가 섞여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면파의 경우 반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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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표면을 따라 전파된 파동을 측정한 값으로서 표 3

의 값과 그림 6의 값이 근소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표면파보다 먼저 시험편의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압축파 및 전단파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표면파의 정확한

도달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7은 진동원으로부터 수신점의 거리를 50 mm, 100

mm, 150 mm, 300 mm로 변화시켰을 경우 오실로스코프에

서 측정된 신호를 나타낸다. 여기서 흰색 원으로 표시된 부

분이 표면파를 의미하며 진동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도

표면파의 도달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을 볼 수 있다.

슬립폼 시스템은 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탑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슬립폼 시스

템 상승을 위한 콘크리트 초기경화 여부를 연속적으로 판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법은 이러한 슬립

폼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콘크리트를 전파하는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초음파 기법 중 압축파나 전단파를 이용하

는 기법은 반사파 및 모드변환으로 인해 주탑 등과 같이 초

음파가 투과해야할 두께가 두꺼우며 더구나 철근과 같은 반

사체가 있는 구조물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 표면파를 이용하

는 기법은 표면파가 콘크리트의 표면을 따라 전파하므로 반사

파의 영향이나 모드변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한 표면파 도달 신호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표면파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표면파 도달 시점을 판별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된다.

3.3 탄성파 진행의 수치해석

정확한 표면파 도달 시점을 판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Shin 등(2007)이 제안한 웨이블릿변환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8은 이들의 초음파 시험 개요를 나타낸다. Shin 등은

진동원에서 첫 번째 수신점 위치를 50 mm로 고정시키고

두 번째 수신점 위치를 변화시키며 초음파 시험 및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표면파 측정이 용이하도록 발생된

초음파에서 압축파, 전단파 그리고 표면파가 충분히 분리되

는 위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진동원의 접촉시간(contact time)에 따라 크게 달

라 질 수 있으므로 슬립폼 시스템에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접촉시간으로 정규화(normalization)된 최적의

수신점 위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수신점 위치를 찾기 위해

진동원과 수신점 위치에 따른 표면파 속도 측정을 위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9는 해석에 사용된 수치모형을

나타내며, 그림 10은 사용된 요소(2DOF)를, 그림 11은 사

그림 7. 반사파 신호

그림 8. 초음파 시험 개요도(Shin et al., 2007)

그림 9. 수치모형

그림 10. 9절점 등매개변수요소

그림 11. 하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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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하중곡선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표 4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나타낸다. 그림 9에서 Paraxial 경계

란 파진행문제의 수치해석시에 경계면에서 반사파를 제거하

기 위한 흡수경계조건의 하나로서, 경계면에서 반사파를 제

거하므로 적은양의 요소를 사용하여 파진행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우수한 성능에

비해 경계조건이 편미분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한요

소해석으로의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김희석 등(2007)에 의해 제안된 범함수를 이용하여

Paraxial 경계조건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

해 식 (4)의 요소행렬을 경계면에 적용하였다. 시간적분을

위해 Implicit method인 averaged acceleration 기법을 사용

하였으며 적분시간간격은 1 µ sec를 적용하여 140 µ sec까

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4)

식 (4)에서 Ψ는 보간함수행렬, C는 재료상수행렬, f는

체적력(body force)벡터이며, 나머지 행렬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γ1과 γ2는 penalty 상수, c11~c66는 재료상

수, α와 β는 압축파 및 전단파의 속도를, 그리고 ψ는 보

간함수를 각각 나타낸다. 식 (4)에서 Paraxial 경계조건이 범

함수에 포함되어 요소행렬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2는 탄성파 진행의 수치해석에 의해 시간 경과에

따른 응력파 전파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서 표면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전파하는 표면파를 관찰할 수 있으며, 좌·우·하

측 경계면에서 반사파 없이 응력파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이용한 표면파 속도의 측정

그림 13은 그림 9의 진동원에서 우측으로 각각 19.2

mm(l1)와 86.4 mm(l2) 떨어진 표면에 위치한 수신점에서 측

정한 신호를 나타내며, 그림 14는 그림 13의 연속웨이블릿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값을 나타낸다.

 식 (5)는 그림 14를 얻기 위해 사용된 연속웨이블릿변환

을 나타내며, 식 (6)은 식 (5)에서 사용된 Morlet의 모웨이

블릿(mother wavelet)을 나타낸다. 식 (5)에서 g(t)는 그림

13의 입력신호이며, a는 압축계수를, b는 전이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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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치해석 재료물성

탄성계수 (N/m2) 포아송비 밀도 (kg/m3)

34×109 0.22 2400

그림 12. 응력파의 전파

그림 13. 수신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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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7%)를 가지고 전파하므로 그림 14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점들이 각각 l1과 l2 지점에서 표면파가 지나가는 시

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l1과 l2 점들에서의 시간

차이(∆T)로 두 개의 수신점 거리(l2−l1)를 나누게 되면 표면

파의 속도를 식 (7)에 의해 구할 수 있다.

(7)

그림 15는 식 (5)~식 (7)에 의해 산정된 표면파 속도와

해석해인 식 (8)(지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압축파 및 전단파

에 대한 포텐셜을 지표면에서의 traction 경계조건에 삽입하

여 산정한 표면파 속도에 대한 특성방정식)에 의해 산정된

표면파 속도와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든 거리는 식

(9)의 표면파 파장(wave length)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정규

화 시켰다. 식 (8)에서 VP, VS 및 VR은 압축파, 전단파 및

표면파의 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식 (9)에서 T는 표면파 1

파장의 주기를 나타내며 표면파 파장은 진동원의 접촉시간

에 종속적이므로, 여기서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그림 11의 접

촉시간(30 m sec)을 적용하였다.

(8)

(9)

그림 15에서 두 개의 수신점사이의 거리가 표면파 파장의

0.07배일 경우 진동원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과도한 오차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동원과 첫 번째 수신점사이

의 거리가 표면파 파장의 약 0.3배 이상이고 두 개의 수신

점 거리가 표면파 파장의 약 0.3배 이상일 때 수치해석에

의해 구한 표면파 속도가 특성방정식에 의해 구한 해석값과

약 10% 미만의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즉 두 개의

수신점 거리와 진동원과 첫 번째 수신점 거리를 표면파 파

장의 약 0.3배 이상 유지하면 10%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표

면파 속도를 식 (5)~식 (7)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6은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표면파 속도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표 4의 물성값 중 탄성계수만을 변화시키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두 수신점 사이의 거리가 표면파 파

장의 약 1.0배일 때 진동원과 첫 번째 수신점 거리변화에

따른 평균 표면파 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6에서 탄성계수

변화에 따라 식 (8)에 의한 이론값과 식 (5)~식 (7)에 의한

수치해석 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이로

부터 그림 15의 결과를 활용한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이용한

다면 큰 오차 없이 표면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은 표면파 속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식 (10)을 Viktorov(1967)에

의해 제안된 식 (11)에 삽입한 후 다시 Pauw(1960)에 의해

제안된 식 (12)에 삽입하여 식 (13)을 유도함으로써 나타내

었다. 식 (10)~식 (13)에서 EC는 콘크리트 탄성계수(N/m2),

mC는 콘크리트 단위질량(kg/m3), fcu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VR은 표면파 속도(m/s), ν는 콘크리트 포아송비, 그

리고 VS는 전단파 속도(m/s)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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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신점 신호의 CWT

그림 15. 진동원 및 수신점 거리에 따른 오차

그림 16. 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표면파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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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 17에서 표면파의 속도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웨이블릿변

환을 이용하여 표면파 속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콘크리트

의 강도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7은 콘크리트

가 등방성이라는 가정아래 탄성계수 변화와 표면파 속도 변

화에 대한 관계만을 이용하여 유도된 식 (13)에 의한 결과

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표면파 속도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서는 배합비, 혼화재, 그리고 양생조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 결정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과 슬

립폼 시스템 상승속도와의 관계식을 유도하였고,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은 Paraxial 경계조건이 적용된 수치모형을 통해 파진행

문제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연속웨이

블릿변환을 이용한 표면파 속도 측정 기법에 적용하여 표면

파 속도를 산정하였고, 산정된 표면파 속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한 본

논문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슬립폼 시스템 상승속도와 콘크리트 초기경화시간과의 관

계식을 통해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와 초기경화시간

이 반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유도된 관계식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이 결정되면 슬립폼 시스템의 상

승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은 초음파 진행속도와 관계가 있

으며, 슬립폼 시스템에서의 초음파 속도 측정은 압축파나

전단파를 이용하는 기법보다는 표면파를 이용하는 기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3.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이용하여 표면파 속도를 산정할 경우

진동원과 첫 번째 수신점과의 거리 및 두 수신점 사이의

거리를 표면파 파장의 약 0.3배 이상으로 유지하였을 때

10% 미만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본 논문의 방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탄성계수 변화에 따

른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탄성계수변화에 따라 해석해

에 의해 산정된 표면파 속도와 연속웨이블릿변환에 의해

산정된 표면파 속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5.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서의 표면파 속도를 측정하여 압축강도 변화에 따른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면파 속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

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 초음파

실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수행된 결과는 수치해석에 의존한 결과이므로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초음파

시험을 통한 추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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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표면파 속도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