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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n-destructive methods such as rebound hardness method and ultrasonic
method are widely studied for evaluating the physical properties, condition and damage
of concrete, but are not suitable for detecting delamination and cracks near the surface
due to various constraints of the site as well as the accurac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act resonance method was applied to detect the separation cracks occurring
near the surface of the concrete slab and bridge deck. As a next step,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performed by extracting various features using the FFT data.
As a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reliability was high
in distinguishing defects in concrete. This feature extraction and application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use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 for the better accuracy.
Key Words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mpact resonance, concrete, delamination,
nondestructive test

1. 서 론
대부분의 사회기반 시설물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경제 성장기에 급속도로 건축된 시설
물은 현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유지관리 및 보수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 공극, 결함 등의
손상된 영역을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손상
영역의 정확한 탐지는 보수 및 보강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품질관리를 통
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의 물리적 성질, 상태 및 손상을 평
가하기 위해 슈미트 해머(Schmidt Hammer)를 사용한
반발경도법, 초음파(Ultrasonic)를 사용한 초음파법 등
의 여러 비파괴 방법(nondestructive test, NDT)을 사용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현
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측정될 수 있지만, 접근성 제약,
주변환경 및 표면 조건에 영향을 받아 측정 결과의 신
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

현재 교량의 바닥판 및 슬래브의 상태평가는 주로
육안검사 및 코어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요관심사 중의 하나인 콘크리트 내부 철근 주변에서
발생하는 박리균열(delamination)을 검출하기 위한 다양
한 NDT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인을 끌어 발생
하는 소리를 분석하여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
체인 끌기(chain drag)의 경우 시험결과가 일관성이 없
고 분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NDT보다 표면 박
리 검출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2).
또한, 적외선(infrared wave)을 이용한 온도측정 방법
이 콘크리트 교량의 점검과 조사에 사용되고 있지만,
외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보정이 필요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법이 다양화되고 새로운 재료가 사용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새로운 검증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3,4). 또한, 전단파를 이용
한 토모그래피 장비의 경우 신뢰성이 높지만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며, 탄성파를 이용한 다채널표면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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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MASW)은 신뢰성이 높지만 분석에 높은 전문성
이 요구되며, 전자기파를 이용한 RC radar의 경우 철근
탐지에 비해 콘크리트 자체 결함은 민감도가 낮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슬래브 등
의 평판 구조형식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효
과적인 NDT 기술로써 충격의 분석방법 중 하나인 충
격 공진(impact resonance) 방법을 적용하였다5). 또한,
충격 공진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결함
평가를 위한 적합한 특징을 추출 및 주성분 분석기법
적용을 통해 손상여부를 판단하였다.

2. 충격 공진 방법 및 주성분 분석
2.1 충격 공진 시험법
충격 공진 시험은 콘크리트 및 석조 구조물 표면에
가진을 통해 발생하는 탄성파를 사용하여 구조체의 특
징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비파괴방법이다. 충격 공진
시험의 원리는 Fig. 1과 같이 대상물에 충격을 가하면
체적파(P파, S파)와 표면파(R파)와 같은 탄성파가 발생
하게 되며, 전파되는 탄성파는 대상물 내부의 공극, 박
리균열 등과 같은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불연속면이나
내부 및 외부의 다른 매질의 계면에서 반사되어 구조
체의 표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반사파를 측정 및
분석하여 내부결함, 균열 등의 구조물의 손상여부를
판단한다5). 반사파를 측정하는 센서는 주로 변위계, 가
속도계 등이 사용되며 수신된 기계적 신호는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며, 증폭부-데이터수집부-신호처리 부
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시간 영역의 데이
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Fig. 2. Feature extracted from FFT of experimental data.

향으로 고유 모드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판별이 어
려울 수 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분석
은 결함과 비결함을 구분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
될 수 있지만 PCA 분석을 활용하면 결함과 비결함의
분포 범위 구분을 통해 쉽고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유모드의 특징을 다양한 방
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손상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 도출 절차는
Fig. 2와 같다.
실험에 의해 얻어진 시간 영역 데이터는 임팩트해머
가진 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최대 에너지가 변화하며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영역의 기본 데이터를
음의 최댓값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표준화하였다. 이후
에 FFT를 통해서 얻어진 주파수 데이터를 실수부와 허
수부로 나누어 특징 추출을 위한 기본 데이터 매트릭
스를 구성하였다.
특징 중 하나인 면적은 FFT 그래프의 곡선 하위 면
적(A)을 의미하며, Xi는 주파수응답 데이터 각 지점의
Amplitude를 의미하고 식 (1)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Fig. 1. Test procedure of impact resonance test.



2.2 특징 추출 방법
충격 공진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의 주요 고유모드의 위치, 크기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주변환경, 표면상태 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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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ot Mean Square(RMS)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함
수에서 변화하는 값의 크기에 대한 통계적 척도이며,
식 (2)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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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

RMS =





i 

(2)


n

단면 1차 모멘트(Geometrical Moment of Area)는 A라
는 면적을 가지는 도형을 n개의 미소 면적으로 나누고
임의의 미소 면적을 gi 로 하여, 이 도형에 대하여 임의
의 직교축 x를 잡고, 미소 면적 gi 좌표를(xi, yi)로 설정
하고, gi*yi를 구하여 값들을 전체 도형에 대하여 합계
한 것을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라고 하며, 식
(3)을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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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centroid)은 임의의 단면에 대해 직교 좌표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점을 말하며, 여
기서 임의의 단면은 FFT 그래프를 의미한다. 직교 좌
 )는 단면 1차 모멘트를
표축에 대한 도심까지의 거리( 
도형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식 (4)와 같
이 표현된다.






 

(4)

이처럼 PCA는 다양한 변수를 가진 데이터 세트를
분산이 가장 큰 벡터를 사용하여 주된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낮은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분석을 의미하
며, 다음의 절차대로 수행된다9).
먼저, 1단계, 특징 데이터 행렬 X는 M x N 개의 데
이터를 가지는 행렬을 기본 행렬로 구성한다.
  ⋯  
 
⋮ ⋱ ⋮
 ⋯ 
 ×  





2단계로 식 (5)를 사용하여 X 행렬의 각 행의 평균
(μ)을 구해서 평균의 행렬을 구성하고,

 ⋮

 × 

 


  





 

(5)



3단계에서는 식 (6)과 같이 기본 행렬 X의 요소값에
평균을 빼주어 편차 행렬(D)을 구성한다.

 

  ⋯  
⋮ ⋱ ⋮
 ⋯ 







 

  

 



(6)

 ×  

FFT 그래프에서 정량적인 값으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주성분 분석을 위한 특징 데
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2.3 주성분 분석 방법(PCA)
주성분 분석방법은 종속적이지 않은 변수들을 선형
결합으로 주성분으로 표현하여 설명하는 통계 기술 중
하나이다. 이는 p-차원의 공간에 흐트러져 있는 점들을
최소제곱법에서 가장 잘 적합 시키는 2차원 또는 3차
원과 같은 저차원의 주성분 공간을 찾기 위한 기하학
적 최적화 문제로 Pearson(1901)에 의해 제기되었으며6),
그 후 Hotelling(1936)이 변수들 간의 상관구조를 분석
하기 위해 n개인 원래 변수들이 하나의 분포를 이룰
때, 저차원의 서로 독립적인 분포요인을 구하여 이를
성분이라고 하였다7). 가장 현대적인 이론은 Jolliffe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PCA는 데이터를 새로운 좌표계로
변환하는 선형 변환으로, 데이터를 가장 큰 분산이 발
생하는 벡터의 좌표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첫 번
째 벡터에는 첫 번째로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벡터에
는 두 번째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8).
한국안전학회지, 제34권 제5호, 2019년

이후에 단계 4에서 식 (7)에 따라 편차 행렬에 편차
행렬의 전치행렬(DT)을 곱하여 공분산 행렬(C)을 도출
할 수 있다.

 

    ⋯    
⋮
⋱
⋮
   ⋯   





 ∙ 
   


(7)

 × 

구해진 공분산 행렬과 식 (8)을 사용하여 고유벡터
V와 고유 값 λ를 산출하고,
  

(8)

다음과 같이 해당 고유값의 크기에 따라 고유벡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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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고유 값을 갖는 고유 벡터 W = {V4; ... ;
Vk}를 선택 및 사용하여 PCA의 투영 공간에 도식한
다. 일반적으로 분산이 가장 큰 고유벡터 2개를 사용하
여 2차원으로 도식하여 분석하며, 데이터 구분의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 고유벡터 3개를 사용하여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PCA의 분산도에 따른 편향은 항상 적절하지
는 않으며, 분산이 낮은 벡터를 사용할 때 예측 관련성
이 높을 수 있다.
  
   

→  ×  ≥ 


 ⋯  
⋮

  
  

     
 →  ×  ≥ 
   ⋯  
⋮
  





Fig. 3. Specification of concrete slab A, defect location, and
the test grid.

이러한 주성분 분석기법은 콘크리트의 강도예측 및
결함판단에 있어 편향 확인, 특징 추출, 데이터의 차원
축소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10).

3. 시험편 및 측정방법
3.1 시험편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격 공진 시험의 실험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분에 결함을 묘사한 2개의 콘크리트
슬래브(A 및 B)를 제작하고 일련의 시험을 수행 하였
다. 슬래브 A는 가로 및 세로 길이가 2,000 mm × 1,500
mm이고, 두께는 250 mm이며, 플라스틱 판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사각형 모양의 결함 4개와 스트로폼을
사용한 원형결함 2개를 묘사하였고, B 슬래브는 가로
및 세로 길이가 5,200 mm × 3,080 mm이고, 두께는 250
mm이며, 플라스틱 판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크
기 및 깊이가 다른 정사각형의 결함 6개를 묘사하였다.
결함의 종류, 크기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ig.
3 및 Fig. 4에 모식도와 표로 나타내었다.
3.2 측정방법
점선 그리드의 교차점인 각 포인트에서 슬래브 A는
266개 포인트, 슬래브 B는 324개 포인트에 대해 동일
한 장비 구성을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해머는
15 kHz까지 일관되고 광범위한 가진이 가능하도록 만
들어진 18 mm의 직경의 강철 볼 해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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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ecification of concrete slab B, defect location, and
the test grid.

볼 해머 가진에 의한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PCB에서
제작된 60 kHz까지 측정이 가능한 가속도 센서를 사용
하여 신호처리기를 통해 데이터 수집 시스템(DAQ)에
연결되며, 측정 프로그램은 NI signal express를 이용하
여 초당 1 MHz 샘플을 획득하도록 하였고, 얻어지는
시간 영역 데이터는 8 ms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각 시험 포인트에서 볼 해머에 의해 가진되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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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타격 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시간
데이터의 진폭(apmlitude)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신호 내에 도달하는 레일리 파 펄스
의 초기에 나타나는 네거티브 최대 진폭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를 표준화하였다. 정규화된 시간 영역 데
이터는 이후에 FFT 변환을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
되어 PCA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4. 시험결과 및 분석
4.1 충격 공진 시험 결과
충격 공진 시험 데이터를 PCA 분석의 기본 데이터
로 활용하기 위해 슬래브 A의 결함이 없는 위치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Figs. 5, 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각각 건전한 위치 및 손상 위치에서의 대표적 신호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Fig. 6. Impact resonance test results on the defect area; (a)
time domain (b) frequency domain.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시간 영역 데이터를 비교한 결
과 결함이 없는 위치에서는 나타나는 파형의 주기가
짧으며, 결함 위치에서 측정된 경우 주기가 길어져 탄
성파의 전달 형상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주파수 영역
에서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결함이 없는 위치
에서의 공진 주파수는 7 ~ 8 kHz 사이에서 나타났으
며, 결함 위치에서 측정된 경우 4 ~ 5 kHz 사이에서 주
된 공진 주파수가 나타났다. 따라서 결함의 존재 유무
에 따라 주요 주파수 영역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작된 슬래브는 결함의 크
기, 형상 및 깊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유 주파수 위치
의 이동이 발생하며, 일부 결함이 없는 위치에서 콘크
리트 내부의 수분, 공극 등으로 인한 두께모드에 대한
주파수 위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Fig. 5. Impact resonance test results on the intact area; (a)
time domain (b) 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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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성분 분석 결과
주성분 분석 전 특징 추출을 위해 충격 공진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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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 values 
through feature extraction for slab A
Intact

Defect

Min

Max

Avg

Min

Max

Avg

area_r

1.80.E+03

4.50.E+03

2.77.E+03

3.20.E+03

8.69.E+03

4.96.E+03

area_i

1.80.E+03

4.50.E+03

2.77.E+03

3.20.E+03

8.69.E+03

4.96.E+03

moment_r

6.11.E+06

1.51.E+07

9.36.E+06

1.22.E+07

2.45.E+07

1.70.E+07

moment_i

1.60.E+05

4.24.E+05

2.62.E+05

3.14.E+05

6.93.E+05

4.71.E+05

RMS_r

8.82.E+04

5.61.E+05

2.26.E+05

3.19.E+05

4.57.E+06

9.44.E+05

RMS_i

9.34.E+01

6.68.E+02

2.43.E+02

3.04.E+02

3.05.E+03

9.83.E+02

centroid_r

2.06.E+01

7.13.E+01

3.47.E+01

4.80.E+01

2.51.E+02

8.61.E+01

centroid_i

9.01.E-01

3.01.E+00

1.49.E+00

1.70.E+00

6.91.E+00

3.27.E+00

통해 결함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6 kHz 이하의 범위를 관심 주파수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본 데이터로 하여 슬래브 A의 경우 266 포인
트, 슬래브 B의 경우 324 포인트에 대해 앞에서 설정
한 8개의 특징을 산출하였고, 이를 기본 행렬을 구성하
여 PCA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슬래브 A의 각 측정
포인트에서 8가지의 특징을 도출하였고, 정상 부분과
결함 부분으로 구분하여 최소, 최대, 평균에 대한 값을
산출하고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r은 실수,
i는 허수를 의미한다.
슬래브 A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분산이 가
장 큰 벡터는 실수 값의 단면 1차 모멘트(99.54%)였으
며, 두 번째는 실수 값의 RMS(0.44%), 세 번째는 허수
값의 단면 1차 모멘트(0.01%) 순으로 산출되었다.
분산이 가장 큰 실수 값의 단면 1차 모멘트를 사용
하여 x축 방향, 두 번째인 실수 값의 RMS를 사용하여
y축 방향으로 하여 Fig. 7에 도식하였다.
그래프 분석결과 결함이 없는 위치의 데이터는 PC1

의 -5 ~ 5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PC2의 방향으로는 분
산이 작게 나타났다. 결함 위치의 데이터는 PC1의 -15
~ -2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PC2의 방향으로도 큰 분산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C1의 –5 ~ -2 부분에
서 결함이 없는 부분의 데이터와 결함 데이터의 교차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
석을 위해 세 번째 벡터를 사용하여 Fig. 8에 3차원 그
래프로 도식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차원 그래프에서는 –5 ~ -2 범위에서 일부 데이터
가 교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Fig. 8의 3차원 분
석에서는 PC3인 z축 방향의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며
더 많은 데이터의 교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A에서 가장 큰 고유벡터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
이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항상 정확한 편향을 나타내지
는 않기 때문에 데이터 구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고유벡터를 변경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고유벡터는 분산이 가장 큰 실수의 단면 1차 모멘트
와 분산이 세 번째로 큰 허수의 단면 1차 모멘트를 사

Fig. 7. PCA results for slab A; PC1 : 1st moment of area of real
values, PC2 : RMS of real values.

Fig. 8. 3D PCA results for slab A; PC1 : 1st moment of area of
real values, PC2 : RMS of real values. PC3 : 1st moment of
area of imaginar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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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CA results for slab A; PC1 : 1st moment of area of real
values, PC2 : 1st moment of area of imaginary values.

용하여 PC1 및 PC2로 나타낸 결과를 Fig. 9에 도식하
였다. 분석결과 결함이 없는 위치의 데이터와 결함 위
치의 데이터 분포를 Fig. 7의 PCA 데이터의 분포와 비
교할 때 PC2 방향에서 확연히 큰 차이가 발생했으며,
결함 위치의 데이터가 PC1의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
에 분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결함 위치의 데이
터 중 일부가 결함이 없는 위치의 데이터 분포에 속하
였지만, 그 외의 90% 이상의 데이터가 구분되기 때문
에 앞서 사용된 고유벡터 보다 구분의 정확성이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Fig. 9의 교차하는 데이터가 3차원에서 구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큰 고유벡터인
실수의 면적을 PC3으로 사용하여 Fig. 10에 도식하였
다. 3차원 분석결과 교차하는 데이터는 PC3 방향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교차하는 데이터에 대한 구분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슬래브 B의 경우에는 PCA 결과 슬래브 A의 결과와
유사하게 분산이 가장 큰 벡터는 실수 값의 단면 1차
모멘트(99.71%)였으며, 두 번째로 큰 벡터는 실수 값의
RMS(0.28%), 세 번째로 큰 벡터는 허수 값의 단면 1차
모멘트(0.01%) 순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분산이 큰
벡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Fig. 7 및 Fig. 8의 결과
처럼 교차하는 데이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슬래브
A에서 도출된 새로운 고유벡터 실수의 단면 1차모멘
트, 허수의 단면 1차 모멘트, 실수의 면적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산이 가장 큰 실수의 단면 1차
모멘트와 분산이 세 번째로 큰 허수의 단면 1차 모멘
트를 사용하여 PC1 및 PC2로 나타낸 결과를 Fig. 11에
도식하였다. 그래프 분석결과 결함이 없는 위치의 데
한국안전학회지, 제34권 제5호, 2019년

Fig. 10. Three dimensional PCA results of slab A; PC1 : 1st
moment of area of real values, PC2 : 1st moment of area of
imaginary values, PC3 : FFT area of real values.

Fig. 11. PCA results for slab B; PC1 : 1st moment of area of
real values, PC2 : 1st moment of area of imaginary values.

Fig. 12. Three dimensional PCA results for slab B; PC1 : 1st
moment of area of real values, PC2 : 1st moment of area of
imaginary values, PC3 : FFT area of re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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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PC1의 – 4 ~ 2 범위 및 PC2의 –2 ~ 2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결함 위치의 데이터는 PC1의 1 ~ 8 범
위 및 PC2의 –1.5 ~ 1 범위에 분포하였다. 두 경우의
데이터는 PC1의 1 ~ 2 부분에서 교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을 위해 네 번째로 큰 고유벡터
인 실수의 면적을 PC3으로 하여 Fig. 12에 도식하고 분
석을 진행하였다.
Fig. 12의 3차원 분석결과 2차원에서 교차되어 있는
대부분의 결함 위치의 데이터가 결함이 없는 위치의
데이터 보다 PC3의 음의 방향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상과 결함 데이터의 구분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슬래브 A와 B에 대한 2차원 및 3차원 PCA 분석결
과 결함이 없는 부분과 내부에 결함이 있는 부분의 데
이터 분포 위치에 따라 구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일부 데이터가 서로 교차하여 구분이 어려
운 부분의 경우 콘크리트 내부의 밀실한 부분과 결함
의 계면에서의 데이터일 수 있으며, 결함이 없는 위치
로 판단하였지만 시험편 제작 시의 오류로 인한 콘크
리트 내부에 공극, 박리균열 등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에서의 정상 및 내부
박리 결함의 구분을 위한 PCA를 적용하기 위해 충격
공진 시험법을 이용하여 일련의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충격 공진 시험을 통해 결함이 없는 부분과 결함
부분의 Time domain에서 파형의 주기 차이 및 FFT 변
환을 통한 주파수 영역에서 공진 주파수의 차이를 확
인하였다.
• PCA 분석 전 특징 추출을 위해 결함의 유무에 따
라 FFT 그래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인 6
kHz 이하를 저역필터로 설정하였고, 실수와 허수를 사
용하여 8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 PCA 분석을 통해 2차원으로 결함의 유무를 구분
할 수 있는 고유벡터인 실수의 단면 1차 모멘트, 허수
의 단면 1차 모멘트가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결함 유
무를 90% 이상 구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추가로 실
수의 면적을 사용하여 3차원 분석을 진행한 결과 구분
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파수 영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징 도
출을 통해 콘크리트의 상태평가를 위한 결함의 구분에
있어 PCA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
102

었으며, 이는 향후 머신러닝 기법 적용에 유용하게 사
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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