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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판상 구조물의 비파괴시험을 위한 충격응답시험기 및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인도에서 충격응답 자료 취득 시험을 실시하였다. 현장 자료 취득 시험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안

정적으로 신속하게 충격응답반응을 측정하였다. 현장 시험 결과, 포장재 특성에 따라 동적강성, 평균운동성 등의 절대 값

이 크게 변화 하였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포장재 또는 하부 지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값의 변화가 측

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은 판상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물에 대한 2차원 측정과 모니터링을 한다면, 구조물의 유지 보수

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충격응답시험기, 동적강성, 평균운동성, 판상구조물

Abstract: We developed a Impulse Response Measurement System, including hardware system and data analysis software,

for non-destructive test of slab structure. And, we carried out impulse response measurements on the pavement to test

performance of the system. In the field test, the developed system measured impulse response stably and showed

parameters immediately. Test results showed that dynamic stiffness and average mobility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vement materials. Some data showed anomalous values those reflect variations in pavement

itself or subsurface ground. Developed system gives informations of conditions of slab structure easily and quickly. So,

2-D monitoring with the system will be helpful in maintaining various slab structures.

Keywords: Impulse Response Measurement System, Dynamic stiffness, Average mobility, Slab structure 

서 론

다양한 형태의 토목구조물, 건축물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건설되며, 토사 또는 암반 위에 콘크리트가 판(슬래

브, 벽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

적인 구조물들로 CFRD(concrete-faced rock-filled) 댐, 제방

상부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 포함), 터널라이닝, 콘크리트 옹

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콘크리트 내부에 크랙 또는 벌집구조 등의 결

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콘크리트 배면에 공동이 존재하는

지 등의 건전성을 비파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보가 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 건전성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기

법들로는 충격반향기법(Impact echo method)과 충격응답기법

(Impulse response method)이 있다(Kim and Kim, 2003; Kim

and Kim, 2006; Kim and Kim, 2009; Noh et al., 2009; Noh

and Oh, 2011). 충격반향기법은 콘크리트 내부의 각 종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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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크랙, 콘크리트-지반 접합부 등)들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반

사되는 응력파를 측정한 후 주파수 영역에서 공진주파수를 찾

고 콘크리트의 응력파 전파 속도를 이용하여 반사면의 위치를

분석한다. 충격반향기법은 3 ~ 40 k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

하며 이 대역의 응력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진기구를 사용한다.

충격응답기법은 800 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응력파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구하여 조사 대상체의 건전도 및

배면의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조사 대상체에 가해지는 힘

및 응력파를 충격해머(Impact hammer)에 장착된 로드셀과 지

오폰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전달함수는 속도스펙트럼(velocity

spectrum)과 힘스펙트럼(force spectrum)의 비로 정의되며 이

를 운동성(mobility)이라 한다. 운동성 그래프로부터 동적강성

(dynamic stiffness), 평균운동성(average mobility), 운동성 기

울기(mobility slope), 공극 지수(voids index)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체의 건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충격응답기법은 현장

적용 및 자료해석이 간편하면서도 조사 대상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연구 및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 충격응답기법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 and Lee (2001a, b)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산된 흙-

말뚝 구조의 동적응답을 충격응답 및 충격반향기법으로 해석

하여 각 방법의 결함탐지능력(유형, 위치, 크기)을 평가하였으

며, 두 기법 모두 결함의 위치와 유형은 비교적 정확하게 탐지

하나 충격응답기법을 이용한 결함 크기의 추정은 신뢰도가 매

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 and Kim (2009)는 이산웨이

블릿변환(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해 충격응

답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말뚝 내 결함 존재 여부 및 위치 판

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Kim and Kim (2006)는 두께 240 mm의 콘크리트 부재를

대상으로 충격응답기법 및 충격반향기법을 적용하였다. 두 결

과를 상호 비교하여 두 기법 모두 부재의 결함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충격응답기법은 부재의 강성까

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oh et al. (2009),

Noh and Oh (2011)는 야외에 철근의 유무, 배면 공동의 유무

등 을 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두께 700 mm의 콘크리트 시

험대를 제작하여 충격응답기법, 충격반향기법, GPR 탐사 등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충격응답기법에서 구

해지는 동적강성 및 평균운동성의 평면적 분포는 공동의 분포

와 상당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충격응답기법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도 시험에 상당히

유용함에도 국내의 연구 및 적용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은 충

격응답기법에 대한 국내 현장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시험

을 위해 고가의 외산 전용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제

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자료수집장치(DAQ, Data acquisition

device), 로드셀이 장착된 충격해머 및 지오폰으로 구성된 충

격응답 측정시스템과 측정시스템 제어 및 실시간 자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충격응답기법

충격응답기법(Impulse Response, IR)은 말뚝 건전도 시험을

위한 진동조사법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Davis and Dunn,

1974; Davis et al., 2005), 적용대상이 말뚝뿐만 아니라 판상

의 벽,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확장되어 판상 구

조물의 내부 결함 및 배면의 공동 또는 잘 다져지지 않는 영

역을 찾는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Davis, 2003). 충격응답기법

은 콘크리트가 이용되는 교량, 도로, 댐 등의 안전진단방법으

로 적용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 하부의 공동,

그라우팅 성과분석 등을 비파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국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교량이나 콘크리트 도로, 대단위 구조물 안

전진단에 적용되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Davis, 2003).

Fig. 1은 충격응답기법의 자료측정 모식도로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시스템이 묘사되어 있다. 충격해머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체에 충격을 가하면 판상의 조사대상체는 0 ~ 800 Hz 주파수

대역에서 휨모드(bending mode)로 반응하며, 지오폰은 휨운동

의 속도를 측정한다(Clausen et al., 2012). 타격점에서의 최대

압축응력은 해머선단부의 탄성특성과 관계되며, 고무팁의 경

우 5 MPa 정도이고 알루미늄팁의 경우 50 MPa 정도이다.

충격응답기법은 충격해머에 부착된 로드셀로부터 측정된 타

격력과 지오폰으로 측정된 휨운동의 속도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한다. 전달함수는 속도스펙트럼과 힘스펙트럼의 비로 정의

되며, 이를 운동성(mobility)이라 한다. 충격응답기법에서는

800 Hz 미만의 운동성 데이터로부터 다음의 몇 가지 파라미터

들을 도출하여 조사대상체의 건전도 및 상태를 분석한다

(Davis et al., 2005). Fig. 2는 판상 물체의 운동성 그래프 및

파라미터들의 예를 보여준다.

동적강성(dynamic stiffness)은 운동성 그래프에서 운동성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주파수 80 Hz 이하 구간 기울기의 역수로

정의된다. 동적강성은 측정점 주변의 유연성(flexibility)을 나

타내고 조사대상체의 질, 판의 두께, 판의 지지상태에 따라 달

라진다. 

평균운동성(average mobility)은 주파수 100 ~ 800 Hz 구간

Fig. 1. A sketch of IR syste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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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성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된다. 가해진 충격력에 의한 탄

성파는 판의 고유강성률(intrinsic rigidity)에 의해 감쇠되고,

100 ~ 800 Hz 대역의 평균운동성은 판의 밀도 및 두께에 직

접적으로 관계되는데 판의 두께가 얇아지면 평균운동성은 커

진다. 만약 두 개의 층이 접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분이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의 운동성은 상부층의 두께와

관계되어 운동성이 커진다. 

운동성 기울기(mobility slope)는 100 ~ 800 Hz 구간에서 운

동성 그래프의 경향(trend)을 나타낸다. 만약, 판에 크랙이나

벌집구조가(허니콤) 존재한다면 감쇠가 작아져서 주파수가 증

가할수록 운동성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측정되며 이 경우 운동

성 기울기는 큰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조사대상체 내부에 분리(debonding) 또는 박리현상(del-

amination)이 있거나 대상체 배후 지지부의 손실(또는 공동)이

있다면 평균 운동성은 증가하고 동적강성은 크게 감소한다. 동

적강성의 감소는 80 Hz 이하의 운동성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

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구간의 운동성의 최대값은 100 ~ 800

Hz 대역의 평균운동성보다 커지게 된다. 80 Hz 이하의 최대

운동성을 평균운동성으로 나눈 값을 공극지수(voids index)라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2 ~ 4 이상의 값은 대상체 내에 분리현

상의 존재 또는 판 하부의 지지부의 손실(공동)의 존재에 대한

지시자가 된다(Clausen et al., 2012).

충격응답시험기 개발

계측 하드웨어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충격응답시험기의 하드웨어는 자료수집

장치(DAQ, Data Acquisition Device), 로드셀이 장착된 충격

해머(Impact hammer) 그리고 지오폰으로 구성된다. 자료수집

장치는 충격 해머 및 지오폰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전압 신

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측정된 로드셀의

전압은 로드셀의 민감도 및 인가전압을 이용하여 힘으로 변환

되고 지오폰 신호는 운동속도로 변환된다. Fig. 3은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측정 시스템의 사진이다. Fig. 3(a)는 자료수집장치,

로드셀 신호 증폭기 및 전원을 포함하고 있는 본체이고, Fig.

3(b)는 충격해머와 지오폰을 보여 준다. 로드셀은 전원 공급선,

신호 출력선 및 실드선 등 총 5개의 선이 사용되고 지오폰은

2개의 신호 출력선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한 개의 커넥터를 통

해 본체와 연결된다. 

Table 1은 시험기의 구성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제

원을 정리한 것이다. 자료수집장치는 내쇼날인스트루먼트사의

Wi-Fi 섀시(모델 cDaq-9191)와 ADC 모듈(모델 NI 9239)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ADC 모듈은 24비트 분해능을 가지며, 각

채널당 50 kS/sec (50 kHz)의 속도로 자료를 얻는다. 자료수집

장치와 컴퓨터 간의 통신은 무선 또는 유선으로 이루어진다.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다시 무선 AP를 통한 연결과

섀시와 컴퓨터 간의 Wi-Fi 애드혹(Ad hoc) 모드 연결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Wi-Fi 애드혹 모드로 통신을

하게 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선과 무선 및 AP를 혼합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

충격해머는 조사 대상체에 충격에너지를 가하는 도구로 가

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충격해머에 장착된

로드셀의 용량은 2,000 Kgf (≈ 20,000 N)이며 공급전압은 10

V로 하였다. 로드셀의 출력은 2 mV/V로 이는 공급전압 1 V

Fig. 2. Typical mobility plot for a concrete slab.

Fig. 3. Developed Impulse response measurement system. (a) Main

body (b) Impact hammer and ge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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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2,000 Kgf의 하중에 대해 2 mV를 출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급전압을 10 V을 하면 최대 20 mV의 전압이 출력

되게 된다. 로드셀의 출력전압은 매우 작은 값이므로 100배 증

폭하여 자료수집장치에 입력하였다. 

지오폰은 Geospace사의 GS-11D 4.5 Hz 모델을 션트저항

(shunt resistance)을 달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였다. 제조사의

반응곡선을 보면, 션트저항을 달지 않은 경우 30 Hz 이상의

주파수에서 평탄한 반응을 보여주며, 3 ∼ 30 Hz 구간에서는

Table 1에 표기된 민감도 보다 반응이 크게 나오는데 그 크기

는 4.5 Hz에서는 48%, 10 Hz에서는 17%, 20 Hz에서는 5%

그리고 30 Hz에서는 1% 정도이다. 이 구간은 원래 데이터 크

기가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반응의 증폭이 그래프

의 경향, 특히 동적강성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어 지오폰의 반응에 대한 별도의 보정은 하지 않

았다.

계측 소프트웨어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충격응답시험기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 번째는 유선 또는 무선통

신을 통해 자료수집장치를 제어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전송받

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전송된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파라미터들을 계측자료를 획

득한 후 바로 자동으로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주파수 영역에

서 계산되는 운동성(mobility, impulse response) 그래프로부터

동적강성(dynamic stiffness), 평균운동성(average mobility), 운

동성 기울기(mobility slope) 및 공극지수(voids index) 등이 매

타격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된다. 사용자는 자료의 질에

따라 저장 또는 버림을 선택할 수 있다. 

계측 소프트웨어의 작성은 MATLAB을 이용하였다. MATLAB

의 경우 독립적인 실행 화일을 만드는 데는 약점이 있지만, 다

양한 함수들과 툴박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유용한 프로그래밍 도구이다. 향후 계측 프로그램

Table 1. 충격응답시험기 주요 부품의 제원

구  분 주요제원

자료수집장치

·Wi-Fi 섀시 : NI cDaq-9191 (IEEE 802.12 b/g/n)
·ADC 모듈 : NI 9239

 − ADC 분해능 : 24 bits
 −샘플링 속도 : 50 kS/sec/ch (50 kHz)
 −차동입력(differential input)
 −입력범위 : −10 ~ 10 V

충격해머

·로드셀 용량 : 2,000 Kgf
·로드셀 출력전압 : 2 mV/V
·공급전압 : 10 V
·최대주파수 : 3 kHz

지오폰

·Model : GS-11D, Geospace사
·공진주파수 : 4.5 Hz
·코일저항 : 380 Ohm
·민감도 : 0.3189 V/cm/sec (0.81 V/inch/sec)

Fig. 4. Screen shot of measuremen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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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ET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재작성 될 것이다.

작성된 계측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 버튼을 클릭하면 본체의 자료수집 장치는 최대

20초간 0번과 1번 채널에서 샘플링을 진행하면서 해머 타격

신호를 기다린다. 만약, 20초 내에 해머 타격이 이루어지면 타

격이 이루어진 시점을 포함하여 1초 길이의 신호를 저장하고

자료수집 장치의 동작을 멈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수집

장치의 섀시에는 트리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측 소프트웨어

는 매 100 ms 마다 해머 타격에 의한 일정 크기 이상의 신호

가 존재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최종 100 ms 길이의 신호

만을 기억한다. 만약, 현재 세그먼트에 해머 타격신호가 존재

하면 현재 세그먼트를 포함한 9개의 세그먼트를 추가로 저장

하여 총 1초 길이의 시계열을 분석에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따라서 획득된 자료에서 타격 시점은 100 ~ 200

ms 구간에 존재한다. 

충격응답기법의 분석에서 타격력 또는 지오폰 신호의 절대

적인 위상은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격 시점 시간의 변동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측정된 타격력과 지오폰 신

호는 푸리에변환을 거쳐 주파수 영역 스펙트럼으로 변환되고

이로부터 운동성 및 부가적인 파라미터들이 계산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Fig. 4는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보여 준다. 각 측정마

다 측정된 타격력 및 지오폰 신호의 시계열이 화면 우측의 위

쪽 2개의 그래프에 표현되고 좌측에 각 각의 스펙트럼 및 운

동성이 그래프로 표현된다. 또한, 동적강성, 평균운동성, 공극

지수 등의 파라미터들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고 동일 측

점에서 여러 번에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개별 측정 결과

및 평균값들이 화면에 표시된다. 그리고 조사 측점들이 2차원

분포를 가질 경우, 측정값들이 2차원 등고선도로 표현되어 값

의 평면적 변화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자료 취득 테스트

개발된 충격응답 시험기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 지역의

도로에서 충격응답 반응을 측정하여 보았다. 시험 위치는 일부

구간에 침하가 발생한 후 보수가 완료된 구간 2개소와 아직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선정하였

다. 측선의 길이는 13 m ~ 20 m로 하였고 측정 간격은 0.5 m

또는 1 m로 하였다. 지오폰과 충격해머 타격점 간의 간격은

20 cm로 하였다.

Case 1 : 인도 보수 구간 A, B 

Fig. 5와 Fig. 7은 시험을 실시한 위치 중 보수가 이루어진

구간의 사진들이며, 측선의 설치 방향 및 측선 상에서 보수 구

간의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다. Fig. 6의 case 1A 구간은 보수

구간 표면이 주변과 동일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으나 Fig. 8

의 case 1B 구간은 주변과 달리 아스팔트가 포장이 노출되어

있다.

Fig. 6은 Fig. 5의 case 1A 구간의 충격응답시험 결과로 위

에서부터 평균운동성, 동적강성, 운동성 그래프 기울기 및 공

극지수를 나타낸다. 이 지역의 보수가 이루어진 구간은 거리

5.5 ~ 13.8 m이다. 결과 그래프들을 보면 평균운동성, 동적강

Fig. 5. Photo of case 1A that shows measurement line and repaired

area between distance 5.5 m and 13.8 m. IR responses were

measured along 19 m long profile at every 1 m.

Fig. 6. Test results of case 1A: (a) Average mobility, (b) Stiffness,

(c) Mobility slope, (d) Void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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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운동성 그래프 기울기들은 보수구간과 주변부에서 차이

가 난다. 평균운동성은 보수구간에서는 2 × 10−6 m/sec/N 정도,

주변 구간은 10 × 10−6 m/sec/N 정도의 값을 보이고, 동적강성

은 보수구간에서는 30 × 106 N/m 정도, 주변 구간에서는

15 × 106 N/m 정도의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진

구간에서 동적강성은 높고 평균운동성은 낮은 경향을 보여준

다. 이와 같은 큰 경향의 차이는 보수 구간과 주변 구간의 포

장 재료의 물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험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보수구간의 경계부에 해당하

는 5 m 지점에서 평균운동성과 운동성 그래프 기울기가 주변

에 비해 높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반응은 보수 구간의 경계부

에 보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구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

Fig. 7. Photo of case 1B that shows measurement line and repaired

area between distance 8 m and 12 m. IR responses were measured

along 15 m long profile at every 0.5 m.

Fig. 8. Test results of case 1B: (a) Average mobility, (b) Stiffness,

(c) Mobility slope, (d) Voids index.

Fig. 9. Photo of case 2 that shows measurement line and inferred

subsidence area between distance 5 m and 8 m. IR responses were

measured along 13 m long profile at every 1 m.

Fig. 10. Test results of case 1B: (a) Average mobility, (b) Stiffness,

(c) Mobility slope, (d) Void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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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거리 16 m 지점에서도 주변보다 평균운동성 및 운동

성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거리 18 m

지점의 공극지수의 증가는 10 Hz 이하의 속도스펙트럼이 크

게 측정되어 나온 결과이며, 측정 오차로 판단된다.

Fig. 8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case 1B 구간의 충격응

답시험 결과이다. 이 지역의 보수구간은 거리 8 ~ 12 m이다.

결과 그래프들을 보면 case 1A와 비슷하게 평균운동성, 동적

강성 및 운동성 그래프 기울기들은 보수구간과 주변부에서 차

이가 난다. 평균운동성은 보수구간에서는 1 × 10−6 m/sec/N 이

하, 주변 구간은 5 ~ 10 × 10−6 m/sec/N 정도의 값을 보이고,

동적강성은 보수구간에서는 100 × 106 N/m 이상, 주변 구간에

서는 25 × 106 N/m 정도의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보수가 이

루어진 구간에서 동적강성은 높고 평균운동성은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큰 경향의 차이는 보수 구간과 주변 구간

의 포장 재료의 물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Case 2 : 인도 미보수 구간

Fig. 9는 방호벽이 설치된 인도의 침하 구간과 조사가 실시

된 침하 구간 옆의 측선을 보여 주며, 방호벽은 측선의 5 ~ 8

m 구간에 위치한다. Fig. 10은 충답응답시험 결과이다. 이 시

험 구간의 평균 운동성은 25 ~ 45 × 10−6 m/sec/N 범위를 보

이며, case 1의 인도 구간보다 전반적으로 운동성이 크게 측정

된다. 평균 운동성은 8 ~ 9 m 구간과 12 m 지점에서 40 × 10−6

m/sec/N 이상으로 주변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여준다. 동적강

성의 변화를 보면 거리 7 m 이 후 구간에서 3 × 106 N/m 정

도의 값을 보여주며 7 m 이전 구간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인

다. 운동성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4 m, 9 m, 12 m 지점에

서 주변보다 큰 값이 관찰된다. 이는 이 지점의 운동성이 주파

수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며 침하의 영향으로 포장재 부분에

균열 등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 등 판상 구조물의 건전도

평가에 사용 가능한 충격응답시험기 및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크게 신호를 발생하고 감지하는 충

격해머와 지오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자료 수

집 장치부 그리고 자료 수집 장치를 제어하고 측정 자료를 실

시간으로 분석하는 운용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개발된 시스

템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현장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다.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자료 취득 시험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인도 위에서 실시하였다. 시험은 총 3

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중 2개소는 포장재의 보수가 이루

어진 지점들이고 1개소는 지반 침하에 의해 포장재가 파괴된

지점 부근에 위치한다. 보수 공사가 완료된 2 개소의 사례에

서는 보수된 부분의 재질 특성에 따라 동적강성 및 평균운동

성의 값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점이 관찰되었다. 또한 보

수가 이루어진 곳 중 1개소의 자료에서는 보수 구간의 경계에

서 보수구간과 원래 인도구간의 접합이 불완전하여 생긴 것으

로 추정되는 큰 평균운동성 값이 관찰되었다. 침하 발생 후 보

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측정한 자료의 경우, 침하 예

상구간 인근에서 동적강성이 주변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운동

성은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이 사례의 측선은 침하 예상 지

점에서 1 m 정도 이격되어 설정 되었지만, 이와 같은 측정값

의 유의미한 변화는 지반침하와 관련된 주변 지반 또는 포장

재의 상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판단할 때, 충격응답기법은 판

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도 및 배면 상태에 대한 유의미

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

한, 자료 측정 밀도를 높여 2차원으로 측점들을 배치하여 측

정하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동일 구역에 대한 측정을 반복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구조물의 유지보수에 필

요한 유용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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