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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oil nails support a ground by the friction between nails and soils being reinforced, the length of soil nails 
is important factor for a ground stability. Thus, the soil nail length has to be accurately evaluated in order to secure a ground 
stabil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the non-destructive method as the basic research for the 
evaluation of the soil nail length. First, the elastic and electromagnetic waves are adopted to select an applicable method 
for the soil nails connected by the coupler. Test results show that while the ultrasonic waves are not detected due to the 
coupler, the electromagnetic waves are free for the influence of the coupler. Second, electromagnetic waves are measured 
for combined soil nails with the length of 1 m∼15 m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waves. 
The travel time of the electromagnetic wave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soil nail length. In addition, the ground cable 
is used to apply the electromagnetic waves to pre-installed soil nails. Test results show that the travel time of the 
electromagnetic wave by using the ground cable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soil nail length.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electromagnetic wave may be a promising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the soil nail length.

Keywords: Electromagnetic waves, Non-destructive testing, Soil nail, Time domain reflectometry, Ultrasonic waves

초 록: 쏘일네일은 지반과 네일간에 발생하는 마찰특성을 이용하여 지반을 보강하기 때문에 쏘일네일의 길이는 지반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쏘일네일의 길이를 정확히 평가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쏘일네일의 

길이를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비파괴기법의 적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에도 

적용 가능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초음파와 전자기파를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초음파는 커플러의 영향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없는 반면, 전자기파의 경우 커플러의 영향 없이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다. 둘째, 쏘일네일의 길이에 따른 전자기파 신호양상

을 파악하기 위해 1 m∼15 m의 길이가 되도록 철근을 조합한 후, 전자기파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철근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자기파

의 도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설치된 쏘일네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접지선을 이용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접지선을 이용한 경우에도 철근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자기파의 도달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기파가 쏘일네일의 길이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기법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전자기파, 비파괴 실험, 쏘일네일, 시간영역 반사법,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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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쏘일네일 공법은 록볼트와 함께 쇼크리트를 주지보재

로 사용하는 NATM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과 유사한 개념의 공법으로 최근 40년간 유럽과 북미

의 다양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ingla, 1999). 국내에서는 1993년 가시설 흙막이 

벽체에 처음으로 적용된 후 현재 굴착면의 안정, 사면 

안정 및 보강, 터널의 지보체계, 옹벽구조물 및 기존 

옹벽의 보강, 인접구조물의 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 쏘일네일의 원

리를 터널에 적용한 ‘spile reinforcement system’ 공법

이 소개되어 강관다단 그라우팅이나 파이프 루프(pipe 

roof system)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고 저렴하며, 그 

자체가 영구지보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시공성과 경제

성을 갖춘 공법으로 평가되고 있다(Kim and Lee, 

2011; Kim, 2001).

터널 설계 시 토층이 비교적 얇고 미고결 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무지보 자립시간(stand-up time)이 충

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터널 자체는 물론 인접 구조물

의 안정까지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터널 굴착 후 주변 지반을 보강하는 개념의 공법 보다

는 터널 굴착 이전에 선보강하여(prereinforcement) 

원지반 자체의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이 유용할 

수 있다(Kim, 2001). 쏘일네일링은 지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보강재(그라우팅 철근)를 프리스트레싱 없

이 설치하여 쏘일네일 주변 흙과 쏘일네일과의 마찰

력에 의해 인장응력과 전단응력 및 휨모멘트에 저항

하도록 하는 공법으로 굴착 도중 또는 굴착 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변위를 방지함으로써 지반을 안정시킨

다.

200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는 대부분 도심지에 집

중되고 있으며, 포화된 지상 구조물의 대안으로 지하 

공간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터널은 지상의 미관과 생활권을 보존함과 동시에 혼

잡한 교통량을 조절하는 등 지하 구조물로써의 유용

성이 높기 때문에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구조적 안정

성 여부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지반 보강 구조물로써의 쏘일네일은 터널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쏘일네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

한 시험적 방법으로 인발시험(pull-out test)을 실시하

여 흙과 쏘일네일의 사이의 상호작용, 즉 마찰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인발시험은 쏘일네일에 인발하중을 

가해 마찰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쏘일네일의 변

위를 측정하여 설계하중에 견디는지 검토하는 방법으

로 궁극적으로는 유효 그라우트 길이 당 최대 인발력

의 비를 계산하여 단위 주면마찰력을 결정한다. 한편 

시공된 쏘일네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적 방

법으로는 한계평형해석법(limit equilibrium analysis)이 

있다. 한계평형해석법은 Stocker 등(1979)이 기존의 

사면안정 해석법을 기초로 하여 처음 개발한 방법으

로 재료의 강도를 고려하여 가상파괴면을 원호나 직

선으로 가정한 후 평형조건을 사용하여 쏘일네일의 

인발 마찰저항력과 휨모멘트, 전단저항력 등을 분석

함으로써 구조물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해석하는 방법

이다. 한계평형해석법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현재

에는 전체적인 안정성을 해석하는 한계모멘트평형법

(Schlosser 등, 1983), 한계힘평형법(Shen et al., 1981), 

수정된 한계힘평형법(Elias and Juran, 1991) 및 국부

적인 안정성을 해석하는 운동학적해석법(Juran et al., 

1990)이 사용되고 있다.

인발시험이나 한계평형해석법의 결과만으로는 시

공된 쏘일네일의 안정성을 해석하기에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만약 인발시험으로 측정된 인발 저항력

이 설계 값보다 적은 경우 그 원인이 시공된 쏘일네일

의 길이가 설계보다 짧기 때문인지 아니면 쏘일네일

에 그라우트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 그라우트의 

길이가 짧기 때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한계평

형해석법의 경우 해석 결과가 설계기준안전율 이상을 

만족하면 안정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쏘일네일

의 길이가 짧은 경우 설계기준안전율을 만족하고도 



쏘일네일의 길이평가를 위한 비파괴 기법의 적용

77

발생변위가 과다하여 사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Kim and Lee, 2011). 그러므로 인발시험과 한계평

형해석법을 통해 검토된 안정성에 신뢰를 더하기 위

해서는 실제 시공된 쏘일네일의 길이를 정확히 파악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기법을 이용

하여 지중에 설치된 쏘일네일의 길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지반 보강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파괴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Liao 등(2008)은 sonic echo와 impulse 

response test를 통해 쏘일네일의 길이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그라우팅의 품질 여부가 쏘일네일의 길이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한계를 보였다. Park 등

(2010)은 TDR을 이용하여 쏘일네일의 거동을 파악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인발시험시 인발력이 쏘일

네일 상부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면의 거동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

다. Yu 등(2013)은 록볼트의 건전도 평가를 위해 유도 

초음파를 이용하였다. 록볼트 그라우트의 충진률이 

줄어들수록 유도초음파의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러

한 경향으로부터 그라우트의 충진률을 평가하였다. 

Hong 등(2013)은 강간다단그라우팅의 건전도를 평가

하기 위해 유도초음파의 속도와 주파수를 이용하였으

며, 그라우트 충진률이 줄어들수록 유도초음파의 속

도는 증가하고 주파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파괴기법을 이용하여 시공된 쏘일네일

의 길이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써, 공기 중 

그라우팅되지 않은 쏘일네일에 대해 탄성파와 전자기

파를 이용하여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철근에 전파

하는 신호에 커플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속도계와 AE 센서를 이용하여 탄성파를 측정하였

고, TDR 장비를 이용하여 전자기파를 측정하였다. 

커플러에 의한 영향이 없이도 철근의 길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철근 길이에 따른 전자

기파의 전파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신호

의 도달시간과 철근의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또한 지중에 이미 설치된 쏘일네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체를 접지선

으로 연결한 후 다양한 길이의 철근에 전파하는 전자

기파의 도달시간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탄성파의 반사법(Reflection Method 

of Elastic Wave) 

탄성파는 역학적인 에너지를 수반하며 탄성매질 

내에서 전파되는 파로써 말뚝의 건전도 평가(ASTM 

D5882; ASTM D6760), 말뚝 동재하시험(ASTM 

D4945), 지반의 전단탄성계수 산정(Lee et al., 2010) 

등 다양한 지반공학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탄

성파가 전파될 때 파장이 매질의 직경보다 큰 경우 

파의 속도는 Young’s modulus에 영향을 받으며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antamarina et al., 2001).

 




 (1)

여기서, E는 매질의 Young’s modulus이고, ρ는 매질

의 밀도이다. 쏘일네일은 직경이 작고 길이가 긴 매질

로써 식 (1)을 따른다.

반사법은 대상 시험체에 탄성파를 발생시키고 임피

던스 변화(impedance mismatches)나 불연속면(disco-

ntinuities)에 의해 반사되는 파를 가속도계나 음향방

출센서 등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시스

템이다(Fig. 1 참조). 지중에 설치된 쏘일네일은 두부

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법을 적용해야 한다. 

반사법을 이용하여 반사파의 도달시간으로부터 쏘일

네일의 길이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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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ment Systems

(b) Estimation of soil nail length

Fig. 1. Evaluation System of Soil nail Length using Elastic Wave

여기서, D는 쏘일네일의 길이, VL은 쏘일네일에 전파

되는 탄성파의 속도, t0는 타격에 의해 파가 발생된 

시간, t1은 철근 끝단에서 반사된 파의 도달시간이다.

2.2 전자기파의 시간영역 반사법(Time Domain 

Reflectometry, TDR)

시간영역 반사법(Time Domain Reflectometry, 

TDR)은 1950년대에 전화선이나 TV 케이블과 같은 

전송선(transmission cable)에 발생한 결함(절단이나 

손상)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개발되었

다(O’Connor and Dowding, 1999). TDR은 전기적 

펄스(electrical pulse)가 동축 케이블이나 두개의 도선

(twin-conductor)으로 이루어진 전송선로(transmission 

line)를 따라 전송되다가 전송선에 존재하는 불연속선

(discontinuities)과 같은 임피던스 차이(impedance 

mismatches)가 발생하는 곳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수

신하는 원리이다. TDR은 사면의 전단면 모니터링, 

지하수위 측정, 흙의 함수비 측정과 같은 지반공학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O’Connor and Dowding, 

1999; Siddiqui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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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ment Systems

(b) Estimation of soil nail length

Fig. 2. Evaluation System of Soil nail Length using Electromagnetic Wave

쏘일네일 철근과 한 개의 도선을 나란하게 연결하

면 동축 케이블이나 두 개의 도선이 평행하게 연결되

어 있는 전송선로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렇

게 구성된 쏘일네일에 전파되는 전자기파 신호는 전

송선로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송선로에 전파되

는 전자기파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Harper, 

1972).

 


 (3)

여기서, L은 유도계수(inductance)이며, 전류의 변화

가 유도기전력이 되어 나타나는 성질로 단위는 헨리

(H)이다. C는 전기용량(capacitance)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는 패럿(F)

이다.

쏘일네일은 흙과 시멘트 그라우트, 그리고 철근으

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전가기파의 속도(Vp)는 재료

의 유전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율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한다. Topp 등(1980)은 전송선로에 전파되

는 전자기파의 속도와 유전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4)

여기서, V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3 × 108 m/s)이며, 

ε는 유전율(dielectric permittivity)로 전하 사이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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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ble Connection (front view) (b) Cable Connection (plan view)

Fig. 3. Cable and Coupler Connection for TDR test

기장이 작용할 때, 그 전하 사이의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을 

나타내는 물리적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의 유전

율은 1, 시멘트 그라우트의 유전율은 10, 물의 유전율

은 80이다.

쏘일네일에 전파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기 위한 

TDR 측정 시스템을 Fig. 2에 나타내었다. TDR 장비로

부터 발생된 전기적 펄스로부터 전자기파가 발생된 

후 임피던스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그림에서는 철근

의 끝단)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TDR 장비로 

수신한 후 PC에 저장 후 분석한다. 이 때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도달시간으로부터 쏘일네일의 길이

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D는 쏘일네일의 길이, Vp는 쏘일네일에 전파

되는 전자기파 속도, t0는 전기적 펄스가 발생한 시간, 

t1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도달시간이다.

3. 실험 방법

3.1 커플러 유무에 따른 특성

쏘일네일 철근이 커플러로 연장된 경우 커플러 연

결부에서 임피던스 변화가 발생하여 신호가 반사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호가 철근의 끝단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와 전자기

파를 이용하여 커플러의 유무에 따라 신호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

였다.

 

3.1.1 탄성파 측정

길이 2 m의 SD500 (D29) 이형철근 단본과 길이 

3 m와 2 m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한 길이 5 m 철근에 

대해 탄성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신호의 

측정은 탄성파의 저주파와 고주파 영역에서의 비교를 

위해 가속도계와 AE 센서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가속

도계와 AE 센서의 측정 주파수 대역은 각각 0.3∼12 

kHz와 15∼100 kHz이다. 신호의 발생과 측정은 유도

초음파의 반사법(Yu et al., 2013)을 적용하였다.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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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와 AE 센서를 이용한 측정은 Fig. 1과 같이 수행되

었다.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철근의 두부를 해머로 

타격하였다. 발생된 신호는 철근을 따라 전파하다 철

근의 끝단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와 두부에 설치된 가

속도계와 AE 센서로 측정되었다. 이 신호를 각각 시그

널 컨디셔너와 AE amplifier를 이용하여 증폭시켰으

며, 증폭된 신호는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PC에 저장하

였다.

3.1.2 전자기파 측정

5 m 길이의 SD500 (D29) 이형철근 단본과 길이 

3 m와 2 m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한 길이 5 m 철근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자기파를 이용한 실험을 

위해 시간영역 반사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을 위해 

TDR (Time Domain Reflectometer) 장비를 사용하였

다(Fig. 2 참조). 전자기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Fig. 3과 같이 TDR 장비에 동축 케이블(coaxial cable)

을 연결하여, 내부도체(inner conductor)는 철근과 외

부도체는(outer conductor)는 구리선(copper wire)과 

연결하였다. 구리선의 길이는 철근과 동일한 5 m이며, 

철근과 구리선은 3 cm 간격으로 평행하게 위치시켰

다. TDR 장비로 전기적 펄스(electrical pulse)를 발생

시켰으며, 이 신호는 철근 두부에 전달되어 철근을 

따라 전파하다가 철근의 끝단에서 반사되어 다시 

TDR 장비로 수신되었다. 수신된 신호는 PC에 저장하

였다.

3.2 철근 길이에 따른 전자기파 신호 양상

본 실험에서는 SD500 (D29) 이형철근을 길이 1 m 

∼15 m로 준비하여 각 길이별로 나타나는 전자기파 

신호의 양상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TDR 장비에 

동축 케이블을 연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내부

도체는 철근에 연결하고 외부도체는 철근과 평행하게 

위치시킨 구리선과 연결하였다. 구리선의 길이는 철

근 길이가 1 m∼5 m인 경우는 5 m로 하였고, 철근 

길이가 5 m∼10 m인 경우는 10 m, 철근 길이가 10 

m∼15 m인 경우는 15 m로 하였다. 추가로,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과의 비교를 위해 전체 길이가 3 m∼15 

m인 철근의 몇몇 곳을 커플러로 연결하였으며, 단본

으로 구성된 철근(1 m, 2 m, 5 m, 10 m)과 비교하였다. 

또한 철근의 길이가 같아도 커플러의 연결부 위치에 

따라 신호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1 

m, 12 m인 철근은 길이가 동일하지만 커플러로 연결

된 위치가 다르게 준비하였다. 철근과 구리선의 간격

은 3 cm로 철근 두부에서 끝단까지 평행하게 일치시

켰다.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를 철근과 평행하게 위치시

켜서 측정하는 방법은 지반에 이미 설치된 쏘일네일

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를 철근과 평행

하게 위치시키지 않고도 이미 설치된 쏘일네일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동축케이블의 외

부도체를 접지로 연결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접지 케

이블의 길이는 22 m로 모든 길이의 철근에 대해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전기적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TDR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철근 끝단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다시 TDR 장비로 수신하였다. 

수신된 신호는 PC에 저장하였다.

4. 실험 결과

4.1 커플러 유무에 따른 특성

4.1.1 탄성파 실험 결과

길이 2 m 철근과 커플러로 연결된 길이 5 m (3 m 

+ 2 m) 철근에 대해 탄성파를 발생시켜 가속도계와 

AE 센서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길이 2 m인 철근에 대해 가속도

계와 AE 센서로 측정한 결과(Fig. 4)를 보면 철근 

끝단에서 반사되는 신호가 약 0.756 ms 간격으로 지속

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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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Elastic Waves for Non-coupled Rebar (2m in length)

Fig. 5. Measured Elastic Waves for Coupled Rebar (5m in length)

가속도계와 AE 센서로 측정한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약 5,200 m/s이다.

길이 3 m와 2 m의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한 5 m 

철근에 대해 가속도계와 AE 센서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를 보면 약 1.207 ms 부근에서 첫 번째 반사파가 

나타나고, 2.271 ms 부근에서 두 번째 반사파가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커플러로부터 센서까지의 거리

가 3 m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반사파의 속도는 

약 5,200 m/s로 산정된다. 이는 첫 번째 반사파가 

철근과 철근이 연결된 지점에서 반사된 것임을 보여

준다. 두 번째 나타난 반사파의 속도는 약 4,300 m/s이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철근에서의 탄성파 속도가 5,200 

m/s인 것과 비교해 약 900 m/s 정도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탄성파가 철근을 따라 전파하다가 커플러로 연

결된 부위에서 철근으로 파가 직접 전달되지 않고 

커플러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사

파가 발생되는 시간은 가속도계와 AE 센서로 측정한 

경우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AE 센서로 측정한 

결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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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Electromagnetic waves for Non-coupled and Coupled Rebar

4.1.2 전자기파 실험 결과

길이 5 m 철근 단본과 3 m와 2 m 길이의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한 철근에 대해 TDR을 이용하여 전자

기파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초기 펄스 신호 이후에 약 36.475 ns에서 

임피던스(impedance) 차로 인해 철근의 끝단에서 신

호가 반사되어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길이 5 m인 단본 철근과 커플

러로 연결된 철근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결과로부

터 커플러로 연결되어 있어도 커플러로 인한 신호의 

영향이 없으며, TDR을 이용하여 신호의 측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철근 길이에 따른 전자기파 신호 양상

Fig. 7과 같이 길이 1 m∼15 m 철근에 대해 TDR 

기법을 이용하여 전자기파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을 보면 철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가 반사되는 구간이 길어

져 신호의 도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길이 1 m 철근의 경우 

도달 시간이 6.7 ns로 측정되었고,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도달 시간이 점점 길어져 길이 15 m 철근에서는 

108.4 ns에서 전자기파 신호가 측정되었다. 측정된 

신호로부터 철근 길이에 따른 전자기파 신호의 도달 

시간을 Fig. 9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9를 보면 

철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도달 시간이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의 경우도 단본인 철근과 같은 길이에서의 도달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길이 5 m 철근의 경우 철근 단본과 커플러로 연결된 

경우의 도달 시간이 각각 36.0 ns와 36.3 ns로 거의 

동일한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길이 10 m 철근의 

경우에도 철근 단본과 커플러로 연결된 경우의 도달 

시간이 모두 72.3 ns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길이는 

같지만 커플러의 연결부 위치가 다른 길이 11 m, 12 

m 철근을 결과를 보면, 길이 11 m 철근의 경우 커플러 

연결부의 위치가 5 m, 10 m로 두 지점인 경우와 연결

부 위치가 10 m 한 지점인 경우의 전자기파 도달 시간이 

각각 78.1 ns, 77.7 ns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길이 12 m 철근에서도 커플러 연결부의 위치가 5 

m, 10 m로 두 지점인 경우와 연결부 위치가 10 m 

한 지점인 경우의 전자기파 도달 시간이 각각 87.0 

ns, 87.7 ns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자기파의 

이동 속도는 2.77 × 108 m/s 정도로 나타났다.

Fig. 10과 같이 1 m∼15 m 철근에 대해 동축케이블

의 외부도체를 접지 케이블(ground cable)과 연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



김기홍ㆍ김낙영ㆍ이종섭ㆍ유정동

84

1m 1m
5m Copper Wire

2m 2m
5m         Rebar

3m 3m
5m

    Coupler

4m 4m
5m

5m 5m

5m 5m

6m
10m

6m

7m
10m

7m

8m
10m

8m

9m
10m

9m

10m 10m

10m 10m

11m
15m

11m

11m
15m

11m

12m 12m
15m

12m
15m

12m

13m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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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15m

Fig. 7. Combinations of Experimental Rebars

다. 그림에서 보면 길이 1 m 철근에서 측정된 전자기파

의 도달 시간은 6.8 ns이고, 철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되는 신호가 나타나는 구간이 길어져 길이 

15 m 철근에서 측정된 도달 시간은 108.4 ns로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측정된 전자기파 신호로부터 

철근 길이에 따른 신호의 도달 시간을 Fig. 12에 그래

프로 나타내었다. Fig. 12를 보면 철근의 길이가 증가

함에 따라 신호의 도달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

체를 철근과 평행하게 위치시키고 실험한 결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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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Electromagnetic Waves for Rebars (1 m~7 m in length)

(b) Measured Electromagnetic Waves for Rebars (8 m~15 m in length)

Fig. 8. Measured Electromagnetic Waves for Rebars (with Parallel Copper Wires)

사하다. 철근 단본과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에서 측정

한 전자기파의 도달시간을 보면, 길이 5 m 철근의 

경우 각각 36.6 ns, 36.3 ns로 거의 동일하다. 또한 

길이 10 m 철근의 경우에도 신호의 도달시간이 모두 

72.2 ns로 동일하다. 길이 11 m와 12 m 철근처럼 

길이는 같지만 커플러로 연결된 지점이 다른 철근에 

대해서도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11 m 철근의 

경우, 연결부 위치가 5 m, 10 m 두 지점일 때의 도달 

시간은 77.9 ns이고, 10 m 한 지점일 때의 도달 시간은 

77.6 ns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12 m 철근의 

경우 연결부 위치가 5 m, 10 m 두 지점일 때의 도달 

시간과 10 m 한 지점일 때의 도달 시간은 모두 87.9 

ns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5. 분석 및 고찰

5.1 커플러 유무에 따른 특성

철근이 단본인 경우와 철근이 커플러로 연결된 경

우에 나타나는 탄성파와 전자기파의 신호 특성을 연

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길이 2 m인 철근 

단본과 길이가 각각 3 m와 2 m인 철근을 커플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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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vel Time versus Rebar Lengths (with Parallel Copper Wires)

(a) Ground Rod and Ground Cable (b) Ground Cable and Coaxial Cable

Fig. 10. Ground Cable Connection to Rebar

연결한 철근에 대해 탄성파를 이용하여 철근의 길이

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길이 5 

m인 철근 단본과 길이가 각각 3 m와 2 m인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한 철근에 대해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철근의 길이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탄

성파는 가속도계와 AE 센서로 측정하였으며, 전자기

파는 TDR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탄성파 측정 결과 가속도계와 AE 센서로 측정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AE 센서로 측정한 결과

에서 반사파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AE 센서가 가속도계보다 더 큰 고주파의 신호를 수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의 경

우, 첫 번째 반사파 속도가 약 5,200 m/s로 나타났으며, 

이는 커플러로 연결부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이

다. 두 번째 반사파는 철근 끝단에서 반사된 신호로 

반사파의 속도는 약 4,300 m/s로 나타났다. 이는 파가 

철근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커플러를 통해 전달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탄성파를 이용한 측정 결과

는 커플러 연결부에서 신호가 반사되는 특징을 두드

러지게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지반에 설치된 쏘일

네일의 길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지반

에 설치된 쏘일네일의 길이를 미리 알고 있지 않은 

경우, 반사된 신호가 커플러에서 반사된 신호인지 철

근의 끝단에서 반사된 신호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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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d Electromagnetic Waves for Rebars (1 m~7 m in length)

(b) Measured Electromagnetic Waves for Rebars (1 m~7 m in length)

Fig. 11. Measured Electromagnetic Waves for Rebars (with Ground Cables)

따라서 지반에 설치되어 있는 쏘일네일의 길이를 탄

성파를 이용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TDR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기파를 측정한 결과,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과 그렇지 않은 철근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서 신호가 반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기법이 커플러의 영향을 받

지 않고 철근의 길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TDR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기파를 측정

하면, 커플러의 영향 없이 지반에 설치되어 있는 쏘일

네일의 길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철근 길이에 따른 전자기파 신호 양상

TDR을 이용하여 철근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전자

기파 신호의 양상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철근

의 길이는 1 m∼15 m로 1 m씩 길이를 증가시켰다. 

1 m, 2 m, 5 m, 10 m 길이의 철근은 단본으로 준비하였

고 이를 제외한 3m 이상의 철근들은 커플러로 연결하

였다. TDR을 이용한 전자기파 신호 측정 결과, 철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기파 신호의 도달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철근이 커플러로 연결되어 

있어도 도달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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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ravel Time versus Rebar Lengths (with Ground Cables)

Fig. 13. Travel Time versus Rebar Lengths (with Parallel Copper Wire and Ground Cable)

타냈으며, 단본 철근과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의 길이

가 같은 5 m, 10 m 철근의 경우 도달 시간이 거의 

동일했다. 또한 길이가 11 m와 12 m인 철근에서 측정

된 결과와 같이 커플러의 연결부 위치가 달라도 철근

의 길이가 같으면 도달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

다. 본 실험의 결과가 철근의 길이에 따라 전자기파의 

도달시간이 증가하고,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도 단본

인 철근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TDR을 이용하여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쏘일

네일의 길이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체를 접지선으로 연결하여 

철근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전자기파 신호의 양상을 

측정하였다. 길이 1 m∼15 m의 철근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기파 신호의 

도달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길이 5 m와 10 

m 철근의 경우, 철근 단본과 커플러로 연결된 경우 

모두 신호의 도달 시간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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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같고 커플러 연결 지점이 다른 길이 11 m와 

12 m 철근의 경우에도 신호의 도달 시간이 모두 유사

하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축 케이블의 외부

도체를 철근과 평행하게 배치(평행 구리선)하여 실험

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외부도체를 접지선

으로 연결하여 측정한 전자기파 신호의 도달 시간을 

외부도체를 철근과 평행하게 배치하여 측정한 전자기

파 신호의 도달 시간과 비교하여 Fig. 13에 나타내었

다. Fig. 13을 보면 두 실험에서 측정된 전자기파의 

도달 시간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는 동축 케이블의 외부도체

를 접지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이미 지반에 설치된 

쏘일네일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6. 결 론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에 대해 탄성파 실험을 수행

한 결과, 커플러 연결부에서 반사되는 신호와 철근 

끝단에서 반사되는 신호가 함께 나타났다. 만약 철근

의 길이와 커플러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탄성파를 이용하

는 방법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반면,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커플러로 연결되어 있

어도 그 영향 없이 전자기파 신호의 도달 시간으로부

터 철근의 길이를 쉽게 산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쏘일네일의 길이 평가를 위한 비파괴 

기법으로 전자기파를 이용하였다.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를 철근과 평행하게 배치하

여 길이 1 m∼15 m의 철근에 대해 전자기파를 측정하

였으며, 커플러로 연결되어 있어도 철근의 길이가 증

가함에 따라 도달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는 쏘일네일의 길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자기파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부도체를 철근과 평행하게 배치하는 방법은 이미 

시공된 쏘일네일 철근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를 접저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을 적용하여 지중의 쏘일네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전자기파 측정 결과, 철근의 길이가 증가함

에 따라 도달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외부도체를 철근

과 평행하게 배치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TDR을 이용한 전자기파 측정 

방법이 쏘일네일의 길이를 평가하는데 적용 가능한 

기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도체를 접지선으로 연

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지중에 이미 설치된 쏘일네

일의 길이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지중에 설치된 쏘일네

일의 길이 평가를 위한 비파괴 평가방법 연구"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ASTM D4945-08 (2008), “Standard test method for 

high-strain dynamic testing of deep foundations”,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USA.

2. ASTM D5882-07 (2007), “Standard test method 

for low strain impact integrity testing of deep 

foundations”,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USA.

3. ASTM D6760-14 (2014), “Standard test method 

for integrity testing of concrete deep foundations 

by ultrasonic crosshole testing”,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USA.

4. Elias, V., Juran, I. (1991), “Soil nailing for stabilization 

of highway slopes and excavations”, United State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 

FHWA-RD-89-193.

5. Harper, C.A. (1972), Handbook of wiring, cabling, 

and interconnecting for electronics, McGraw-Hill, 

New York.

6. Hong, Y.H., Yu, J.D., Byun, Y.H., Jang, H.I., 



김기홍ㆍ김낙영ㆍ이종섭ㆍ유정동

90

You, B.C., Lee, J.S. (2013), “Integrity evaluation 

of grouting in umbrella arch methods by using 

guided ultrasonic wave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5, No. 3, pp. 187-199.

7. Juran, I., Baudrand, G., Farrag, K., Elias, V. 

(1990), “Kinematical limit analysis for design of 

soil-nailed structures”, Journal of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ASCE, Vol. 116, No. 1, pp. 54-73.

8. Kim, H.T. (2001),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il 

nailing, Pyungmoongak.

9. Kim, H.T., Lee, I. (2011), “An analy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 of safety and 

horizontal displacement of soil nailed walls”,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Vol. 

12, No. 2, pp. 45-53.

10. Lee, J.S., Lee, C., Yoon, H.K., Lee, W. (2010), 

“Penetration type field velocity probe for soft 

soils”,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ASCE, Vol. 136, No. 1, pp. 199-206.

11. Lio, S.T., Huang, C.K., Wang, C.Y. (2008), “Sonic 

echo and impulse response tests for length evaluation 

of soil nails in various bonding mediums”, Canadian 

Geotechnical Journal, Vol. 45, No. 7, pp. 1025-1035.

12. O’Connor, K.M., Dowding, C.H. (1999), Geo-

Measurements by pulsing TDR cables and probes, 

CRC Press, London.

13. Park, M.C., Han, H.S., Lee, J.H., Kim, S.S. 

(2010), “Behavior analysis of soil nail using tdr 

sensor”, Proceedings of the KSEG Conference, 

Muju, Korea, pp. 71-74. 

14. Santamarina, J.C., Klein, A., Fam, M.A. (2001), 

Soils and waves, John Wiley & Sons Ltd, West 

Sussex, pp. 194-195. 

15. Schlosser, F. (1983), “Analogies et differences 

dans le comportement et le calcul des ouvrages 

de soutenement en Terre Armee et par clouage 

des sols”, (Tra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behavior and design of retaining structures of 

reinforced earth and soil nailing). Annales de 

L’Institut Technique de Ba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No. 418, Series: Sols et Fondations, 

Paris, France.

16. Shen, C.K., Bang, S., Herrmann, L.R. (1981), 

“Ground movement analysis of an aarth aupport 

system, Journal of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ASCE, Vol. 107, No. 12, pp. 1609-1624.

17. Siddiqui, S.I., Drnevich, V.P., Deschamps, R.J. 

(2000), “Time domain reflectometry for use in 

geotechnical engineering”, Geotechnical Testing 

Journal, ASTM, Vol. 23, No. 1, pp. 9-20.

18. Singla, S. (1999), Demonstration project 103: 

Design and construction monitoring of soil sail 

wall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 

FHWA-IF-99-026.

19. Stocker, M. F., Korber, G. W., Gassler, G., and 

Gudehus, G. (1979), “Soil nailing”, Proc., Int. Conf. 

on Soil Reinforcement I, British Geotechnical 

Society, London, pp. 469-474.

20. Topp, G.C., Davis, J.L., Annan, A.P. (1980), 

“Electromagnetic determination of soil water content: 

Measurement in coaxial transmission lines”,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16, No. 3, pp. 574-582.

21. Yu, J.D., Bae, M.H., Lee, I.M., Lee, J.S. (2013), 

“Nongrouted ratio evaluation of rock bolts by 

reflection of guided ultrasonic waves”,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39, No. 2, pp. 298-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