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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evious study showed that delamination region in concrete structures can be successfully visualized using mode shapes of 

delaminated concrete section. However, modal tests for this purpose to obtain mode shapes of the delaminated concrete section may not be 

applicable in practice since, to correctly obtain the mode shapes of the section, the location and the shape of the delamination region in a 

structure should be known in advance. Unfortunately those are normally unknown in a real structure. Therefore, a moving forward test 

method may be useful to obtain the mode shapes of the concrete section when the location and the shape of the delamination region are not 

known. In this study, impact-echo testing based mode shape estimation technique is proposed and experimentally validated for visualization 

of delamin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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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박리 손상이 있을 경우 박리부 

피복 콘크리트 표면에 충격을 가하면 피복 콘크리트는 단

부가 부분 구속된 평판의 진동과 유사한 거동 특성을 보이

게 된다
1)
. 충격-반향 기법은 이러한 피복 콘크리트의 진동 특

성을 박리 손상 탐지 및 가시화에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특

히 박리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2)
.

박리면의 크기가 작은 경우 피복 콘크리트는 고주파 대

역의 두께 방향 진동 모드 성분이 지배적인 응답 성분이 되

며, 또한 두께 방향 진동 모드는 충격에 의해 가진되는 차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두께 방향 진동 모드의 고유주파수 분

포를 충격-반향 기법으로 구하면 박리의 탐지 뿐만 아니라 

박리 영역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도 가능하다
3)
. 그

러나, 박리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피복 콘크리트

의 지배적인 진동 응답 성분이 저주파 대역의 휨 진동 모드와 

관련된 성분이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 여러 차수의 휨 진동 

모드가 동시에 가진될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차수의 휨 진

동 모드라도 충격 가진 위치에 따라 응답에 기여하는 정

도가 달라서 충격-반향으로 계측된 응답에서 지배적인 응

답 성분의 고유주파수 분포를 구하여 박리 영역을 효과적으

로 가시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3)
. 이에 따라 박리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박리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휨 진동 모드의 모드 형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앞선 연구에서 제안되었으며, 그 유효성이 수치해석과 실험

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4)
.

한편, 앞선 연구에서는 박리부 콘크리트의 모드 형상을 구

하는 과정에서 충격-반향 시험법이 아닌 모드 시험법이 이

용되었다
4)
. 구조물의 모드 형상을 모드 시험법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내부와 경계에서 모드 변위를 구할 위치를 

모드 시험 실시 전에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5)
. 그러나, 일반

적으로 구조물 내에서 박리의 발생 위치와 박리면의 모양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박리부 피복 콘크리트의 모드 형

상을 구하기 위한 모드 변위 계측 위치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박리부 피복 콘크리트의 모드 형상을 구

하는 시험법으로 모드 시험법은 타당하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박리부 피복 콘크리트의 모드 형상을 충

격-반향 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박



박리된 콘크리트의 진동 모드 형상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박리 손상 영역 가시화 (II) : 충격-반향 시험

한국안전학회지, 제28권 제6호, 2013년 37

리 영역 가시화에 있어서 충격-반향 시험을 통해 구한 모드 

형상의 적용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충격-반향 기반 모드형상 추정 방법 

2.1. 모드 시험 기반 모드 형상 추정 방법

특정 고유주파수에 해당하는 진동 모드의 모드형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응답 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가 필요하다. 

  (1)

여기에서 하첨자 i 와 j 는 각각 출력 자유도와 입력 자유도

를 의미하며, 는 k번째 주파수 성분이고,  와 는 

각각 출력과 입력 함수의 Fourier 변환이며, 마지막으로 

는 j 번째 자유도의 입력에 대한 i 번째 자유도의 

FRF이다. 만약 구조체의 자유도가 m개 라면, 구조체 전체의 

FRF는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된다. 

 











 ⋯ 

⋮ ⋱ ⋮
⋯

(2)

만약 를 n번째 모드에 대한 고유주파수라고 하면, j 번

째 자유도의 입력에 대한 i번째와 (i+1)번째 자유도의 FRF 비

는 다음과 같이 n 번째 고유주파수에 해당하는 모드의 모드 

변위 함수(즉, 모드 형상 : )에서 i번째와 (i+1)번째 자

유도의 모드 변위 비와 같다
5,6)

.




















 
(3)

식 (3)은 i번째 자유도의 FRF에서 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 는 n 번째 모드 형상의 i번째 자유도의 

모드 변위 (
)와 다음과 같은 비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j 번째 자유도의 입력에 대한 모든 i 자유도에서의 

에 해당하는 FRF 성분의 크기를 구하고 (즉, 식 (2)에서 

임의의 한 열을 구함), 이 값들을 해당 자유도의 좌표 공간

에서 연결하면, 식 (4)의 관계로부터 에 대한 모드 형상 

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Peak picking (PP) 

기법이라고 한다
7)
.

한편, 식 (2)의 대칭항은 상반원리에 의해  
  인 공

액 복소 관계가 있으므로, 식 (2)의 임의의 한 열 대신에 

임의의 한 행을 구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모드 

형상을 추정할 수 있다
8)
. 모드 시험법은 m 자유도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 함수 행렬에서 임의의 한열이나 임의의 한행

을 구하는 시험 방법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시험법으로는 가

진 위치는 고정하고 센서의 위치는 바꿔가면서 주파수 응답 

함수 행렬의 한 열을 구하는 시험법인 Moving Sensor Test와 

센서의 위치는 고정하고 가진 위치를 바꿔가면서 주파수 응

답 함수 행렬의 한 행을 구하는 Moving Load Test가 있다
5)
.

2.2. 충격-반향 시험 기반 모드 형상 추정 방법

충격-반향 시험은 모드 시험법과는 달리 센서의 위치와 

가진 위치가 동일하며, 따라서 m 자유도 구조물에 충격-반

향 시험을 실시하면 주파수 응답 함수 행렬의 대각항을 구

할 수 있다. 주파수 응답 함수 행렬의 대각항은 가진점 주

파수 응답 함수(Driving Point FRF)라고 하며 비대각항과 마

찬가지로 고유주파수와 모드 형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9)
. 그러나, Driving Point FRF에 PP 방법으로 구한 모드 

형상은 임의의 한 행 (또는 한 열)을 PP 방법으로 구한 모드 

형상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모드 형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응답 함수 행렬의 

임의의 한 열 (또는 한 행)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임의의 한 

열에서 구한 모드 형상과 또 다른 한 열에서 구한 모드 형

상은 동일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5)

한편, 상반원리에 의해  
  이므로, 식 (5)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따라서, 식 (4)와 식 (6)의 관계에 의해 Driving Point FRF

를 이용하여 구한 모드 형상의 i번째 자유도의 모드 변위

(
)는 실제 모드 형상의 모드 변위 (

)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므로, 충격-반향 시험을 통해 구한 Driving Point 

FRF를 이용하여 추정한 n 번째 모드의 모드 형상(
)은 모드 시

험을 통해 추정한 실제 모드 형상(
)에 절대값을 취한 경우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드 형상을 이용한 박리 영역 가시화에 

있어서 박리의 위치와 모양을 미리 알아야 하는 모드 시

험법 대신에 충격-반향 시험에 기반한 모드 형상을 이용

하고자 하며,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3. 검증 실험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Fig. 1과 같

이 원형(직경 300 mm), 정사각형(300 mm×300 mm),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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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rete slab with artificial delaminations
4)
.

Fig. 2. Impact-echo testing setup.

각형(400 mm×600 mm) 플라스틱 판(두께 5 mm)을 슬래

브 상부 표면으로부터 깊이 50 mm 위치에 삽입하여 박리 

손상을 인공적으로 모사한 두께 25 cm 의 콘크리트 슬래

브에 대해 충격-반향 시험을 실시하였다. 

박리부 콘크리트의 Driving Point FRF를 충격-반향 시험

으로 구하기 위해, 박리 영역부를 가로/세로 간격이 각각 25 mm 

인 grid로 분할하고(Fig. 1), 각 grid의 교점을 계측 자유도

로 하여 모든 자유도에 대해 충격-반향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2와 같이 충격-반향 시험 과정에서 충격 입력은 직경이 10 

mm 인 steel ball impactor를 이용하였고, 응답 계측은 이동 계

측이 편리한 비접촉 방식의 air-coupled sensor (Frequency 

Range: 1-20 kHz, Sensitivity: 1.8mV/Pa)를 이용하였다. 각 자

유도 별 출력 응답은 1 µs 간격으로 4 ms 동안 계측하였으며, 

계측된 신호는 Fourier 변환하여 해당 자유도의 Driving Point 

FRF를 구하는데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충격-반향 기반의 

모드 형상(Impact-Echo Based Mode Shape : IEMS)은 Dri-

ving Point FRF에 PP 방법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Fig. 3. Mode shapes for rectangular delamination obtained from 

impact-echo test (left) and modal test (right).

(Upper) 1st Flexural Mode (1400 Hz)

(Middle) 2nd Flexural Mode (2250 Hz)

(Lower) 3rd Flexural Mode (2950 Hz)

4.1. 응답 정규화 

일반적으로 충격-반향 시험은 충격 가진 입력에 대한 

계측없이 응답만을 계측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Fig. 3은 충

격-반향 시험을 실시하여 구한 직사각형 박리의 Driving Point 

FRF을 입력에 대해 정규화 하지 않고 추정한 IEMS와 앞선 

연구에서 모드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모드 형상을 비교한 결

과이다. 입력에 대한 정규화가 되지 않은 Driving Point FRF

로부터 추정된 IEMS는 실제 모드 형상과 마찬가지로, 1차 

휨 모드는 박리 영역을 단일 영역으로 가시화하고, 2차와 

3차 휨 모드는 박리 영역을 각각 2개와 3개의 분할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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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ypical Impact-Echo Responses.

Fig. 5. Normalized impact-echo based mode shapes for rec-

tangular delamination.

(Upper) 1st Flexural Mode(1400 Hz)

(Middle) 2nd Flexural Mode(2250 Hz)

(Lower) 3rd Flexural Mode(2950 Hz)

으로 가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모드에 

대해 입력 정규화가 되지 않은 IEMS는 박리 영역이 과소하

게 가시화되어 실제 모드 형상에 비해서는 가시화 성능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모드 형상 추정을 위한 모드 

시험 시에는 입력에 대한 응답의 정규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reference 센서 등을 이용하여 입력을 직/간접적으로 계

측하여 응답을 정규화한다
9)
. 그러나, 충격-반향 시험에서

는 입력을 따로 계측하지 않으므로, 응답 계측 자료만으로 

응답을 정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충격-반향 시

험에서 steel ball impactor를 가진원으로 이용할 경우 탄성

충돌 상황에서 가진되는 충격파의 주파수 대역과 주파수 성

분의 상대적 크기는 steel ball의 직경에만 의존한다
2)
. 따라서, 

동일한 직경의 steel ball을 충격-반향 시험에 사용할 경우에

는 충격 입력의 절대적 크기에 대해서만 응답을 정규화하

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이 각 자유도별 응답 

계측 신호에서 표면파 (R-wave) 성분의 negative peak 크기

가 충격 입력의 절대 크기에 비례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응답의 정규화에 이용하였다. Fig. 5는 정규화된 Driving Point 

FRF를 이용하여 추정한 직사각형 박리의 IEMS 이다. 정규

화된 IEMS가 Fig. 3의 정규화되지 않은 IEMS에 비해 가

시화 성능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R-wave의 nega-

tive peak을 이용한 응답 정규화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한다.

4.2. 충격-반향 기반 모드 형상 

R-wave의 negative peak의 크기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Fig. 6. Normalized impact-echo based mode shapes for square 

delamination.

(Upper) 1st Flexural Mode (2500 Hz)

(Lower) 2nd Flexural Mode (47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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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ormalized impact-echo based mode shapes for circular 

delamination.

(Upper) 1st Flexural Mode (3000 Hz) 

(Lower) 2nd Flexural Mode (5250 Hz)

Driving Point FRF를 이용하여 구한 정사각형 박리와 원형 

박리의 IEMS를 각각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1차 휨 

모드에 대한 IEMS도 박리 영역을 단일 영역으로 가시화

하지만 박리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차 모드의 경우는 1차 모드에 비해 박리면의 

경계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내부 박리 영역은 분

할되어 가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에서 모드 시험으로부터 구한 1차와 2차 휨 모드의 가

시화 특성과 동일하다. 이는 식 (7)에서 보인 바와 같이 IEMS

가 실제 모드 형상과 특성은 동일하고 모드 변위의 부호만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박리 영역 가시

화를 목적으로 박리부 콘크리트의 모드 형상을 구할 경우 

모드 시험 대신 충격-반향 시험으로도 충분히 목적에 부합

하는 모드 형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3. 박리 영역 가시화 성능

앞선 연구에서는 단일 모드를 이용하면 박리 영역이 

정확하게 가시화되지 않지만, 여러 차수의 모드를 선형 합

산하면 박리 영역이 보다 정확하게 가시화할 수 있음을 보

였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측된 모든 차수의 

IEMS를 선형 합산하여 박리 영역을 Fig. 8과 같이 가시화하

여 보았다. 모든 차수의 IEMS를 합산할 경우, 박리 영역이 

분할되지 않고 단일 영역으로 가시화되며, 또한 박리 영

역의 경계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충격-반향 시험으로부터 구한 모드 형상을 이용하여 박

Fig. 8. Linear summation of impact-echo based mode shapes.

(Upper) Rectangular delamination

(Middle) Square delamination

(Lower) Circular delamination

리 영역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박리 영역 가시화에 있어서 박리부 콘크

리트의 모드 형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박리부의 위치와 모

양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드 시험법 대신에, 충격-반향 

시험으로 박리부 콘크리트의 모드 형상을 구하여 박리 영

역을 가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주파수 응답 함수 행렬의 대각항에 해당하는 Driving 

Point FRF로 구한 모드 형상의 모드 변위는 주파수 응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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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렬의 한 열 (또는 한 행)으로 구한 실제 모드 형상의 모

드 변위에 절대값을 취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2) R-wave의 negative peak의 크기로 정규화한 Driving 

Point FRF를 이용하여 모드 형상을 구하면 정규화되지 않은 

Driving Point FRF를 이용하는 것보다 모드 형상의 가시화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충격-반향 시험을 실시하여 구한 모드 형상의 가시화 

특성은 실제 모드 형상의 가시화 특성과 동일하며, 따라서 

박리 영역 가시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모드 시험 대신 충격- 

반향 시험으로도 충분히 목적에 부합하는 모드 형상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충격-반향 시험으로 구한 여러 차수의 모드 형상을 선

형 합산하면, 단일 차수의 모드 형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박

리 영역을 보다 더 정확하게 가시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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