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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arly setting time of concrete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he slip up velocity of the slip-form system. Accord-

ingly, need is for a technique evaluating the early setting time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the slip-form system and the con-

struction quality of concrete. This paper intends to estimate the early setting time by evaluating the setting degree of concrete

using surface wave velocity so as to determine the slip up time of the slip-form system. Penetration resistance test and com-

pressive strength test are performed first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setting time of concrete and the com-

pressive strength. Then, compressive strength test and ultrasonic wave test a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the surface wave velocity.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is adopted to measure the surface wave

velocity. Nume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to demonstr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application of continuous wavelet trans-

form.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pagation velocity of the surface wave required for the slip up of slip-form system is sug-

gested. Finally, a reduced model test of the slip-form system is conduct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urface wave

velocity for the determination of th slip up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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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슬립폼 공법에 있어서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트가 거푸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굳기를 갖게 되는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시간으로써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와 콘크리트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초기경화시간을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

법 중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파악하여 초기경화시간을 추정함으로써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시

기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입저항시험과 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하여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과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또한 압축강도와 표면파 속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초음파시험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표면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수치해석을 통해 연속웨이블릿변환의 사용에 대한 타당

성을 입증하였다. 이로부터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에 요구되는 표면파 전파속도를 제안하였으며, 슬립폼 시스템의 축소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표면파 속도가 슬립폼 상승 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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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폼 공법의 경제성은 시공현장에서 요구되는 시공품질

을 만족시키도록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를 적절히 유지

하는데 달려있다. 여기서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설계 속도는

시멘트 종류와 혼화제, 그리고 슬립폼 거푸집 높이와 슬립폼

상승 장비의 성능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하며,

시공 중 슬립폼 시스템의 실제 상승 속도는 안전성 및 시공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결정된 상승 설계 속

도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설계

속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공 중 슬립폼 시스템의 상

승속도는 현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의 초기경화 여부에 의

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초기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콘크리

트를 슬립폼 거푸집 밖으로 노출시킬 경우 콘크리트가 흘러

내려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거나 변형

이 발생하게 되어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과 콘크리트 표면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E-mail : lagoon@kict.re.kr)

**정회원·교신저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jkim@kict.re.kr)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wjchin@kict.re.kr)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E-mail : hiyoon@kict.re.kr)

 



− 484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의 품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초기경화가 진행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거푸집의 탈형이

이루어질 경우 시공이음이 발생하거나 콘크리트와 거푸집 부

착으로 인하여 슬립폼 상승력이 지나치게 커져 슬립폼의 변

형 또는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공기가 길어지게

되어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은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초기경화시간은 단위 시멘트양과

콘크리트의 배합비뿐만 아니라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 계

절적 영향, 지역적 영향, 슬립폼의 높이, 구조물의 두께 등

여러 현장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초기경화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검침봉을 슬립폼 거푸집 내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삽입하여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기능공의 감각

적인 경험치에 의해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초기경화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천재원 등, 1997). 그러나 이러한 방

법만으로는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

이 어려워 전술한 안전성 및 콘크리트 품질 등의 문제점들

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또한 연속적

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슬립폼 공법을 고려하였을 때 이

러한 기술은 연속적인 콘크리트 경화 정도의 판별이 가능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초기경화는 시멘트와 물의 수화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일어나는 경화 현상에 의해 콘크리트의

강도가 발현되게 되므로 초기경화시간과 강도 발현 시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Reichverger & Jaegermann, 1980).

따라서 슬립폼 거푸집 내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

정하면 콘크리트의 초기경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여기

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판별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역학적

기법(직접강도시험법, 반발경도법, 인발법, 관입저항법 등)과

초음파를 이용한 기법(초음파 속도법, 초음파 반사법, 충격

반향기법, 공진주파수법, 음향방출법 등)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여기서 직접강도시험법, 관입저항법, 인발법은 공시체

제작이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연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

는 슬립폼 시스템으로의 적용이 어려우며, 반발경도법은 콘

크리트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점과 초기재령콘크리트에

사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초음파

를 이용한 기법은 콘크리트면에 초음파를 투과시켜 투과된

신호를 측정 및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정량적이며 연속적으

로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는 기법은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써 표면파 속도의 변화를 통

해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알 수 있으며, 주탑과 같이 초음

파를 투과시키기 어렵거나 투과 경로 상에 철근 등에 의한

반사파의 간섭이 많아 초음파 신호의 측정이 어려운 두께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측정하여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시기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시기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과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표

면파 속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과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해 관입저항시험(KSF 2436)과 압축강도 시험(KSF

2405)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시간에 표면파

전파 속도 측정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와 표면파 속도와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이때 표면파 속도

를 측정하기 위해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사용하였으며, 수치해

석을 통해 연속웨이블릿변환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하였다. 이로부터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에 요구되는 표면파

전파속도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면파 속도가 슬립폼 시

스템의 상승 시기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슬립폼 시스템의 축소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2. 슬립폼 거푸집 탈형 강도

콘크리트의 거푸집 탈형강도와 관련한 국내 기준은 콘크리

트 건설 제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2002)에서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일 경우 8MPa,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해

양부, 2009)/가설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2009) 등에서 5MPa, 터널표

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09)에서 3MPa을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해외에서는 ACI 318-05(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2004), ACI 347-04(Guide to

Formwork for concrete, 2005), EM 1110-1-2009 (Engineering

and Design Architectural Concrete, 1997) 등에서 “콘크리트가

거푸집 제거에 따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시기”로 설계자나 현장관계자가

표 1. 국내 슬립폼 거푸집 탈형 사례

시공현장 시공연도 거푸집 탈형 기준

여천탱크 터미널 공사 1993

콘크리트 압축강도 0.1MPa을
거푸집 탈형 기준으로 하였
으나 연속적인 측정이 불가
능하므로 철근을 콘크리트 내
부에 밀어 넣어 경화콘크리
트 위치를 점검하는 방법을
사용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제5공구

1994

대진고속도로 제2공구 1997

영동고속도로 제3공구 1997

서해안고속도로 제1공구 1998

용담댐 이설도로 2001

영동고속도로 제13공구 2000

영동고속도로 제14공구 2001

영동고속도로 제15공구 2001

동해고속도로 제4공구 2004

군산 곡물 Silo 2004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2공구

2007
자체 제작한 관입저항시험기
의 관입저항치가 20.5kg일 때
를 기준으로 탈형

인천대교 2009
관입저항치 (KSF2346) 가
1.75~7.0kg/cm2일 때를 기준
으로 탈형

이순신대교 2012

16mm 철근을 힘껏 눌렀을
때 근입이 되지 않는 두께(거
푸집 내 굳은 콘크리트 높이
가 30~38cm 이상, 75cm 이
하)를 기준으로 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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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슬립폼 거푸집에 대한

탈형 기준은 ACI Committee 347(Formwork for concrete,

2005)에서 “경험있는 관리자가 변화하는 현장 조건을 반영하

여 시공이음이나 콘크리트의 박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립

폼 내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었는지 검침봉을 이용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푸

집 탈형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일반 거푸집에 대해서

만 제시되어 있을 뿐 슬립폼 거푸집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슬립폼 공법이 적용되어 시공이 이루어진 국내외

교량현장에서는 ACI Committee 347에서 제시한 검침봉을

이용하거나 또는 관입저항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

다. 표 1은 국내에서 슬립폼 공법으로 시공된 주탑이나 교

각들의 거푸집 탈형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서 알 수 있듯이 슬립폼 공법으로 시공된 국내 대부분의 현

장은 구체적인 콘크리트 탈형강도에 대한 기준 보다는 표준

관입저항시험(KSF 2346)에 의한 간접적인 기준이나 철근을

콘크리트 내에 삽입하는 등의 기능공의 감각적인 경험에 의

존하는 방법에 의해 슬립폼을 상승시키고 있다.

한편 Reichverger와 Jaegermann(1980)은 “슬립폼 시스템

에서 거푸집 밖으로 노출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의 콘크리

트 자중에 의한 압력(약 0.025MPa)을 저항해야 한다.”는

기본 가정아래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슬립폼 거푸집의 적절

한 탈형강도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콘크리트 초기강도가 약

0.1~0.2MPa 이상에서 거푸집의 탈형이 이루어질 경우 콘크

리트 28일 강도가 100% 발현되며, 변형 또한 상대적으로

작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제

시한 실험결과(약 0.1~0.2MPa의 거푸집 탈형 강도)와 슬립

폼 시스템의 상승 시기 결정에 기준이 되는 초기경화시간과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관입저항시험(KSF 2436)과 압축

강도 시험(KSF 2405)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표 2는 관입

저항시험에서 초기경화의 기준이 되는 관입 저항치(3.5MPa)

이전과 이후에 대한 관입저항시험 및 압축강도시험 장면을

각각 보여준다. 여기에서 초기경화 이전에는 시멘트와 물의

수화작용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관입저항시험에서 몰탈이 굳

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압축강도시험에서 거푸

집 제거 시 공시체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된 시멘트 종류 및 양생온

도에 따른 관입 저항시험에 의한 시험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2는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시험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1에서, 24oC에서 타설된 고로슬래그시멘트(GGBS)의 경우 약

표 2. 콘크리트 관입저항시험 및 압축강도 시험

초기경화(3.5MPa) 이전 초기경화(3.5MPa) 이후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시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그림 1. 관입저항시험 결과

그림 2. 압축강도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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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시간, 18oC에서 타설된 슬래그시멘트(S/C)의 경우 약

9~10시간, 5oC에서 타설된 보통포틀랜드시멘트(OPC)의 경우

약 12~13시간, 10oC에서 타설된 고로슬래그시멘트(GGBS)의

경우 약 14~15시간, 그리고 5oC에서 타설된 슬래그시멘트

(S/C)의 경우 약 17~18시간에서 초결(3.5MPa)이 발생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결 발생 시간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는 그림 2에서 모두 약 0.1~0.2MPa임을 알 수

있다. 즉, Reichverger와 Jaegermann의 실험결과에 의한 슬

립폼 거푸집의 탈형 강도 0.1~0.2MPa은 콘크리트의 초기경

화가 발생한 직후에 발현됨을 알 수 있다.

3. 초기경화 시간과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

슬립폼 공법의 경제성은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를 빠

르고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달려있다. 따라서 슬립폼 시스템

의 상승 장비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

간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슬립폼 거푸집의 높이를 높여 슬

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슬립폼 공법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재수급이나 철근 조립

속도, 또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슬립폼 시스

템의 상승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 사항들로 인해 최대 4m/day 정도 속도로 슬

립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슬립폼 시스템에서의

거푸집 높이는 일반적으로 그림 3과 같이 약 125cm를 사용

하고 있다.

시공중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 및 콘크리트 표면관리를

위해 거푸집 내부는 약 15cm 정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약 65~80cm의 경화중인 콘크리트, 그리고 약 25~40cm의

초기경화시간이 도달된 굳은 콘크리트로 구성되어있다. 슬립

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는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에 따

라 결정된다.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는 계절적, 지역적, 슬립

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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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보온설비를 설치하고 상승속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여 시

간당 작업 물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림 3에서 초기경화시간 도달 콘크리트의 높이가

25~40cm를 미달하게 되면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과 콘크

리트 표면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승속도는

감소되어야 하고, 초과하면 공기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으

므로 상승속도는 증가되어야 한다. 만약 상승속도를 증가 시

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콘크리트 타설층의 두께는 감소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속도(Vslip)는 콘

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슬립폼 거푸집 밖으로 노출되는

거리(슬립폼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 높이)를 초기경화시간(tset)

으로 나눈 것과 같으므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트가 거푸집에서 안전하게 빠

져나올 수 있는 굳기를 갖게 되는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시

간(hr)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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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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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시공 중 초기경

화시간을 측정하면 슬립폼 시스템의 1일 상승 높이를 예측

할 수 있다. 식 (1)에서 Vslip은 슬립폼 상승 속도(cm/hr),

H는 슬립폼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 높이(m), 그리고 tset은 콘

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hr)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식 (2)

에서 α는 1일 중 작업 휴지 시간(hr)을, h는 슬립폼 시스템

1일 상승 높이(m)를 각각 나타낸다.

Vslip

100H

tset

-------------=

tset

H 24 α–( )×
h

---------------------------=

그림 3. 슬립폼 거푸집

그림 4. 초기경화시간과 상승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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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파 속도 측정을 통한 슬립폼 시스템 상승시

기 결정

4.1 매질에서의 표면파 진행

슬립폼 시스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3의 초기경화

시간에 도달한 콘크리트가 확보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초

기경화 여부는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 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슬립폼 시스템 거푸집 내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강

도를 측정함으로써 슬립폼 시스템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초

기경화시간 도달 콘크리트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법 중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법은

정량적이며 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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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써 콘크리

트의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빨라지는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초음파는 불가청주파수인 20kHz 이

상의 파를 의미하며 매질의 표면을 타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되는 진동은 전체에너지의 약 7%

가 압축파(P파), 약 26%가 전단파(S파), 그리고 약 67%가

표면파(R파)의 형태로 매질을 전파하게 된다(그림 5). 이때

압축파와 전단파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방사형으로 매질을

전파하게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발생시킬 경우

철근, 골재, 또는 구조물의 두께 등의 영향으로 반사파가 발

생하게 된다. 이때 반사면에서는 모드변환(mode conversion)

이 발생하게 되어 반사된 압축파와 전단파는 뒤섞여 구조물

내부를 전파하게 되므로 주탑 등과 같이 초음파가 투과해야

할 두께가 두꺼우며 더구나 철근과 같은 반사체가 있는 구

조물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표면파는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한 감쇄가 발생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발생시킬 경우 심부의 철

근이나 구조물 두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표면을 따라 전파

하게 되어 반사파의 영향이나 모드변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으므로 슬립폼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구조물과

같이 표면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발현 특성이 중요한 구조물

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면파의 전파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7의 모형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8은 해석에 사용된 요소(2DOF)를, 그림 9는

하중곡선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표 3은 수치해석에 사용

된 재료의 물성을 나타낸다. 그림 9에서 Paraxial 경계란 파

진행문제의 수치해석시에 경계면에서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

한 흡수경계조건의 하나로서, 경계면에서 반사파를 제거하므

로 적은양의 요소를 사용하여 파진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수한 성능에 비해 경계조건이

편미분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한요소해석으로의 적용

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희석 등

그림 5. 탄성파의 진폭 및 에너지 분산(Wood, 1968)

그림 6. 압축파와 전단파에 의한 반사파

그림 7. 수치모형

그림 8. 9절점 등매개변수요소

그림 9. 하중곡선

표 3. 수치해석 재료물성

탄성계수
(N/m2) 포아송비

밀도
(kg/m3)

34×109 0.22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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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에 의해 제안된 범함수를 이용하여 Paraxial 경계조건

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식 (3)의 요소

행렬을 경계면에 적용하였다. 시간적분을 위해 음해법

(Implicit method)인 평균 가속도법(averaged acceler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적분시간간격은 1µ sec를 적용하여

140µ sec까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3)

식 (3)에서 Ψ는 보간함수행렬, C는 재료상수행렬, f는 체

적력(body force)벡터이며, P, C1, C2, G, B, Bx, By 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 , , 

, 

여기서 γ1과 γ2는 penalty 상수, c11~c66는 재료상수, α와

β는 압축파 및 전단파의 속도를, 그리고 ψ는 보간함수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10은 그림 7의 수치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방사형으로 전파하는 압축파 및 전단파와 표면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전파하는 표면파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1은 그림 7에 대한 초음파 실험 결과이며, 가진점

으로부터 수신점 거리(l)에 따른 초음파 신호를 나타낸다. 여

기서 동그라미 부분이 표면파를 나타내는데 다른 신호들과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표면파의 전파 속도가 압축

파나 전단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려(전단파 속도의 약

90~94%), 매질을 진행할 경우 선행하는 압축파 및 전단파와

섞여서 진행하기 때문으로써 시각적으로 표면파만을 판별해

내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4.2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이용한 표면파 속도의 측정

그림 5와 같이 표면파는 가장 많은 에너지(전파에너지의

약 67%)를 가지고 전파하므로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이용하여

표면파를 검출할 수 있다(Shin 등, 2007). 그림 12는 그림

7의 진동원에서 우측으로 각각 19.2mm(l1)와 86.4mm(l2)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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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응력파의 전파

그림 11. 초음파 신호

그림 12. 수신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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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표면에 위치한 수신점에서 측정한 신호를 나타내며, 그

림 13은 그림 12의 연속웨이블릿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값을 나타낸다.

식 (4)는 그림 13을 얻기 위해 사용된 연속웨이블릿변환

을 나타내며, 식 (5)는 식 (4)에서 사용된 Morlet의 모웨이

블릿(mother wavelet)을 나타낸다. 식 (4)에서 g(t)는 그림

12의 입력신호이며, a는 압축계수를, b는 전이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4)

(5)

전술한 바와 같이 표면파는 가장 많은 에너지(약 67%)를

가지고 전파하므로 그림 13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점들

이 각각 l1과 l2 지점에서 표면파가 지나가는 시간으로 추정

할 수 있으며, 따라서 l1과 l2 점들에서의 시간 차이(∆T)로

두 개의 수신점 거리(l2-l1)를 나누게 되면 표면파의 속도를

식 (6)에 의해 구할 수 있다.

(6)

그림 14는 식 (4)~식 (6)에 의해 산정된 표면파 속도와

해석해인 식 (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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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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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시켰다. 식 (7)에서 VP, VS 및 VR은 압축파, 전단파 및

표면파의 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식 (8)에서 T는 표면파 1

파장의 주기를 나타내며 표면파 파장은 진동원의 접촉시간

에 종속적이므로, 여기서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그림 9의 접

촉시간(30µ sec)을 적용하였다.

(7)

(8)

그림 14에서 두 개의 수신점사이의 거리가 표면파 파장의

0.07배일 경우 진동원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과도한 오차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수신점 거리가 표면파

파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짧아 연속웨이블릿변환 시 각각

의 수신점에서 잘못된 표면파 도달 시간이 측정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동원과 첫 번째 수신점사이의 거리를

표면파 파장의 약 0.3배 이상으로 하고, 두 개의 수신점 거

리를 표면파 파장의 약 0.3배 이상으로 했을 때 수치해석에

의해 구한 표면파 속도가 특성방정식에 의해 구한 해석값과

약 10% 미만의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수신점 거리와 진동원과 첫 번째 수신점 거리를 표면

파 파장의 약 0.3배 이상 유지하면 10%이내의 오차를 가지

고 표면파 속도를 식 (4)~식 (6)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슬립폼 시스템 상승시기 결정

Shin 등(2007)은 표면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

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웨이블릿변환을 통한 표면파 속도

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48시간 이후에 표면파 속도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 후 약

15시간 이내에 상승이 이루어져야 하는 슬립폼 시스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내의 초기재령 콘크리트에 대한 표면파 속도 측정

을 위해 그림 15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5에서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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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신점 신호의 CWT

그림 14. 진동원 및 수신점 거리에 따른 오차



− 490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발수신기를 통해 발생된 전기적 신호는 초음파 탐촉자를 통

해 물리적 신호로 전환되어 콘크리트를 통해 전달되게 된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시 초음파 탐촉자를 통해 전기적 신호

로 전환된 후 초음파 발수신기를 통해 증폭되며 디지털 오

실로스코프에 보내지게 되어 컴퓨터에 저장되게 된다. 저장

된 신호는 압축파, 전단파 및 표면파가 섞여 있으므로 이중

표면파만을 검출해내기 위해 전술한 웨이블릿변환을 수행하

여 그림 16과 같이 표면파 도달 시간(∆T)을 산정하였다.

이때 그림 15에서 두 개의 초음파 탐촉자 사이의 거리

(5cm~25cm)를 그림 16에서 산정된 표면파 도달 시간으로

나누어 콘크리트에서의 표면파 전파 속도를 산정하였다(그림

17). 그림 18은 그림 15의 표면파 전파 속도 측정 실험결과

와 이와 동시에 수행된 그림 2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

과를 같이 나타낸 것으로써 표면파 속도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약 500m/s의 표면파

속도를 전후로 콘크리트의 초기경화가 발생(압축강도

0.1MPa~0.2MPa)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8로

부터 슬립폼 시스템을 상승시키기 위해 슬립폼 거푸집 내에

타설된 콘크리트에서의 표면파 전파 속도를 약 500m/s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4.4 표면파 속도를 이용한 슬립폼 시스템의 축소 모형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500m/s의 표면파 전파 속도를 기준으

로 상승하는 슬립폼 시스템의 축소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9와 그림 20,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동절기와

하절기에 수행된 슬립폼 시스템의 축소 모형실험과 이에 따

른 표면파 전파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면파 전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23의 초음파 발수신 장치와 그림 24의

표면파 해석 프로그램(KSWIS)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콘크

리트 타설은 높이 20cm씩 1시간(하절기)~2시간(동절기) 간

격으로 타설하였으며, 표면파 전파 속도를 측정하여 500m/s

이상일 경우 슬립폼 모형을 20cm씩 상승시켰다.

그림 20과 그림 22에서 표면파 속도가 500m/s를 초과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슬립폼 모형

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써, 그림 23의 초음파 발수신 장치가

슬립폼 모형의 상승에 의해 초기경화가 발생하지 않은 콘크

리트에 도달하여 초음파 전파 속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0과 그림 22에서 슬립폼 시스템의 첫 번째 인상 후

에 표면파 속도가 불안정하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초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와 슬립폼 거푸집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초기경화가 발생하기 이

전에 슬립폼 시스템을 상승시켰기(2.5cm) 때문이다. 그리고

그림 22의 5번째 상승 전후에 표면파 속도가 측정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험 중 과전압에 의한 표면파 측

정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표면파 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초기경화가 발생하기 전과 후(표면

그림 15. 표면파 전파 속도 측정 실험

그림 16. Wavelet 변환에 의한 표면파 도달시간

그림 17. 콘크리트 양생시간에 따른 표면파 속도

그림 18. 표면파 속도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그림 19. 슬립폼 시스템 축소 모형 실험(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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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파 속도 500m/s 기준)에 슬립폼 모형을 상승시켰을 경

우에 대한 콘크리트 면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25에서 초기

경화 이전(표면파 전파 속도 500m/s 이전)에 슬립폼 모형을

상승시켰을 경우 콘크리트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철근 노출 및 콘크리트 강도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나 그림 26에서 초기경화 이후(표면파 전파 속도 500m/s

이후)에 슬립폼 모형을 상승시켰을 경우 콘크리트면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슬립폼 시스템

을 상승시키는 기준으로써 표면파 전파 속도를 이용하는 방

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면파 전파 속도와 슬립폼 시스템 상승

시기와의 관계 규명을 위해 관입저항시험, 압축강도시험, 그

리고 표면파 전파 속도 측정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그림 20. 표면파 속도에 따른 슬립폼 시스템 상승(동절기)

그림 21. 슬립폼 시스템 축소 모형 실험(하절기)

그림 22. 표면파 속도에 따른 슬립폼 시스템 상승(하절기)

그림 23. 초음파 발수신 장치

그림 24. 표면파 해석 프로그램(KSWIS)

그림 25. 콘크리트 면(500m/s 이하)

그림 26. 콘크리트 면(500m/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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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슬립폼 시스템 상승에 요구되는 표면파 전파 속

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슬

립폼 시스템의 축소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한 본

논문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시기는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에

따른 압축강도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설정된 콘크리트 강

도의 발현 시점을 파악하면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2.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경화 정도를 측정하

는 방법은 콘크리트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의 특성

을 이용하므로 철근 등에 의한 반사파의 영향이 적으며,

슬립폼 시스템과 같이 콘크리트의 표면강도가 중요한 시

스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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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재령 콘크리트에서의 표면파 전파 실험을 수행한 결

과 약 500m/s의 표면파 속도를 전후로 슬립폼 시스템

상승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발현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5. 슬립폼 시스템의 축소 모형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

안한 500m/s의 표면파 전파 속도가 슬립폼 시스템의 상

승 시기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슬립폼 시스템 상승에 요구되는 표면

파 전파 속도에 대한 신뢰성 및 정밀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콘크리트의 다양한 배합 및 양생온도 조건

하에서의 표면파 전파 속도 측정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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