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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파괴음을 이용한 지반구조물 원격계측기술

Remote monitoring technique for geotechnical structures

using acoustic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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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Acoustic emission(AE) is low-energy seismic event associated with a sudden inelastic
deformation such as the sudden movement of existing fractures, the generation of new fractures or the
propagation of fractures. These events rapidly increase before major failure and happen within a given rock
volume and radiate detectable seismic waves. Rock slopes are usually large in scale and there are many
discontinuities in rock mass. AE waves are strongly attenuated when they propagate through joints. Thus we
should resolve the attenuation problem to monitor large volume. In this study, we developed waveguide which
is composed of two different materials, cement mortar and stainless steel rod. And several laboratory tests on
developed waveguide are performed to obtain generalized AE parameters to predict the failure stage in rock
slope. Comparing field data with experimental data in laboratory tests, failure stage of rock slope can be
evaluated. To verify and optimize the developed monitoring method, we are now carrying out the field
application at a rock slope.

Key words : Acoustic emission, waveguide, failure stage, rock slope

서 론1.

한국은 국토의 가 산악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터널과 사면70% ,

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사면은 터널과 달리 건설된 후에도 외부적인 요인 풍화나 지하수위변화 집중. - ,

호우 등 에 의해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들어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는 사면을 구- .

성하는 지반물성을 약화시켜 사면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의 거동과 파괴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암반사면은 취성적 특성으로 인해 파괴까지의 변형이 매우 작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변

위계측으로는 파괴 전조 현상을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사사면에 비하여 파괴의 사전예지가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암반사면이 파괴될 때에도 그 내부에 미소한 변형이 발생하며 이들이 축적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소 변화를 검출할 수 있다면 파괴의 사전 징조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암석이 취성도가 높아 파괴까지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도 파괴과정의. ,

초기부터 내부에 미세한 레벨에서의 파괴가 진행된다 이들 미소 파괴에 수반하여 변형 에너지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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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미약한 탄성파가 방출되며 이를 미소파괴음 미소파괴음 이라 일컫는다, (Acoustic emission, ) .

암반 사면은 일반적으로 규모면에서 대규모일 뿐 아니라 불연속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

된 고주파의 미소파괴음은 심한 감쇠로 인해 센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세한 크기로 도달하여 분석하

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미소파괴음 기법을 이용하여 지반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감쇠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또한 이와 더불어 지반구조물의 구성물질의 다양, .

성과 이로 인한 파괴예측을 위한 기준이 변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사면을 구성하는 지반은 다.

양한 암반이나 토사로 이루어지는 데 이들 지반이 손상을 받을 때 발생하는 미소파괴음 신호는 매질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거나 전달되지 않으므로 지반구조물의 파괴를 예측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을 제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미소파괴음의 감쇠문제의 해결과 파괴예측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재료로 구성된 웨이브가이드를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니터링 방법은.

사면을 구성하는 지반재료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지반구성재료나 조건에 관계없이 유사한 미,

소파괴음 파형을 발생시키고 발생원에서 센서까지 감쇠영향을 최소화하여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 .

한 현장에 적용된 동일한 시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내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사면의 파괴정도를 예측하고

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한 암반사면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연구로서 제안된 방법.

의 적정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암반사면의 현장설치 및 계측 그리고 이로부터 안정성 평가를 위,

해 수행된 실내시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소파괴음 연구현황2.

미소파괴음은 미세한 파괴를 동반해서 발생하는 탄성파동이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파괴에 앞서 그 발,

생이 현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 초동이 명료한 미소파괴음파형을 기록할 수 있다면 단층면해석을 수.

행하여 미소파괴음 발생원인이 된 파괴면의 주향경사나 그 파괴를 발생시킨 주응력의 방향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Ishida, 1999).

지반공학분야에서 국내의 미소파괴음을 이용한 연구는 주로 실내압축시험에 대해 한정되어 이루어졌

다 이규상 심현진 허종석 등 대부분 일축압축상태에서의 응력과 변형률변화에 따( , 1996; ,1999, , 2001 ):

른 미소파괴음 파라미터의 변화 그리고 한정적으로 삼축응력상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코어, . NX

에 대해 카이져효과를 고려한 초기응력측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모형실험 성백욱. ( , 2004;

배성호 천대성 을 통해 계측영역의 크기를 확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파괴위치 및 파괴, 2007; , 2007) ,

메커니즘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모형실험이기는 하나 수압파쇄의 균열생성과 관련된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미소파괴음을 이용한 모니터링기법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다만 지하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기. ,

술을 이용하여 지반침하나 국부파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면.

에 대한 적용은 현재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미소파괴음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평가에 대한 현장 적용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변위계측으로 감지할 수 없는 암반 사면의 취성적 파괴과정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 미소파괴음 기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미소한 파괴를 대상으로 고감.

도의 미소파괴음을 측정할 경우 비교적 지표에 가까운 지반구조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지반구, ,

조물의 안정성 모니터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등(Cai , 2007).

측정원리 및 측정시스템3.

측정원리와 방법3.1

미소파괴음 신호는 고주파로서 매질을 전파할 때 감쇠가 발생하며 이러한 감쇠는 통과하는 매질에,



- 948 -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지반은 절리와 같은 불연속면의 존재로 인하여 그 감쇠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따. .

라서 같은 음원에서 전파된 신호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획득한 미소파괴음

신호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들 신호로부터 지반구조물의 파괴예측을 위한 일반화된 파라미터를 획득하,

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반구조물을 구성하는 지반은 다양한 암반이나 토사로 이루어지며. ,

이들 지반이 손상을 받을 때 발생하는 미소파괴음 신호는 동일하지 않다.

사면은 일반적으로 규모면에서 대규모이기 때문에 미소파괴음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모니

터링을 수행하기위해서는 많은 양의 센서를 사용하거나 상대적인 저주파인 가속도계는 지오폰을 이용하

여야 한다 많은 양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 센서 자체의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가의 측정용 보드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저주파를 이용하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계측이 가능하지만 미소파괴음에 비해 에너지가 큰 이벤트 즉 파괴가 어느 정도 진전된, -

후에 발생되는 탄성파 를 감지하기 때문에 파괴단계의 초기부터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본 연구에서는 지반매질을 통과하여 발생하는 감쇠문제와 그리고 지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

화된 파괴예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등. Shiotani (2001,

의 방법 그림 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두 종류의 재료로 구성된 웨이브가이드와 두 개의 센서2006) ( 1) AE

를 활용하며 그리고 센서의 위치를 포함한 계측위치의 선정은 사면의 설계와 시공에서 얻은 사면의 구,

성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전산해석과 시추작업에서 획득한 지반정보를 활용한다 그림 는 본 연구에서. 2

개발한 계측방법으로서 그림 는 전단파괴예상면을 통과하도록 두 종류의 웨이브가이드와 두 개의, 2 (a)

센서를 설치한 모습이며 그림 는 인장파괴예상면을 통과하도록 설치한 모습이다AE , (b) .

강봉의 웨이브가이드 암반거동에 따른 미소파괴음 발생(a) (b)

그림 웨이브가이드를 이용한 암반거동 모식도 등1. (after Shiotani (2001))

일반화된 파라미터의 산정을 위해 현장에 설치된 두 종류의 웨이브가이드와 동일하게 실내시험용 시

료를 제작하고 예상가능한 파괴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실내시험을 수행한다 이들 실내시험에서 나.

온 결과와 현장에서 계측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사면의 파괴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반.

사면에서의 파괴는 낙석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단파괴나 인장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한 실내시험의 수행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신호의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로는 파괴단계의 구. AE

간별 발생한 이벤트 히트포함 수 에너지의 크기 그리고 이들의 발생빈도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 ) , ,

였다.



- 949 -

전단파괴(a)

인장파괴(b)

그림 제안된 웨이브가이드의 설치모식도2.

계측시스템3.2

지반의 파괴나 균열에 의해 발생된 미소파괴음은 수 에서 수십 까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지오Hz MHz .

폰이나 가속도계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주파대역의 센서의 경우 사면의 최종적인 파괴에 대한 관찰은 가

능하나 사전감지를 위한 파괴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기에는 다소 낮은 주파수이며 수 의 고주파의, Mhz

센서는 매우 미세한 크기의 균열을 감지할 수 있어 파괴의 아주 초기단계에서부터 계측할 수 있으나,

많은 양의 자료로 인해 지반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따라서 어.

느 수준이상의 초기파괴과정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십 의 주파kHz

수대역을 갖는 센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고려하여 프리앰프가 내장된 방수용 센서 미국 를 사용하였60kHz AE ( , PAC)

다 계측시스템은 자체 제작한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크게 현장 계측용 장비와 실내 분석용 장비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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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그림 은 계측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나타내며 무선인터넷을 통해 계측자료와 분석자료. 3 ,

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현장 계측용 장비는 자료획득을 위해 의 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의 샘플링속도와 샘플NI , 204.8kHz

링간격이 설정되어 있다 두 개의 센서로 구성된 웨이브가이드는 하나의 집합체 로 설정되어5ms . (set)

있으며 각 집합체마다 차원 음원결정에 의해 미소파괴음의 발생위치를 결정한다 현장 계측용 장비의, 1 .

주요 기능은 안정적인 자료획득에 있으며 측정자료를 자체 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 설정한, DB ,

관리기준에 의해 알람기능을 수행한다 이벤트나 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분석용 컴퓨터에 자료를. hit

업로드하며 분석용 컴퓨터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없는 경우 자체 에 자동 저장된다 분석용 컴퓨터에, DB .

서는 현장에서 측정된 자료에 대해 방법결정 필터링 음원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업데이트picking , ,

된 자료는 현장 계측용 컴퓨터의 를 갱신하여 자동 초동선택방법의 단점 등을 보완한다DB .

그림 미소파괴음 계측시스템의 구성도3.

실내시험4.

시료와 시험방법4.1

사면의 파괴를 예측하는 데 있어 파괴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에 설치된 동일한 웨이브가이드와 이들 웨이브가이드가 사면의 파괴형태에 따라 받게

되는 응력양상을 실내에서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시험은 전단시험과 인장시험이 수행되었으며. ,

파괴기준의 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실험을 더 수행할 예정이다.

실내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빔형태로서 크기는 이며 중앙에 직경의100 ×100 × 550 mm , 32 mm

스테인리스 철봉이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초조강시멘트와 주문진 표준사를 이용하였으며. ,

압축강도 대 인장강도로 표현되는 취성지수가 으로서 취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13 .

은 이들을 일 양생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이면전단시험과 점 굴곡시험에는 중앙의 스테인리스 철봉28 . 4

의 양 단 근처에 각각 개씩의 의 센서가 설치되었다 시험은 변위제어에 의해 수행되었다1 60kHz AE . .

그림 와 그림 는 이면전단시험과 점굴곡시험의 시험전경과 시험후 시료의 파괴양상을 보여준다4 5 4 .



- 951 -

시험전경 시험후 시료모습(a) (b)

그림 이면전단시험4.

시험전경 시험후 시료모습(a) (b)

그림 점굴곡시험5. 4

시험결과4.2

파라미터로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횟수 진폭 지속시간 오AE AE (AE count), (amplitude), (duration),

름시간 에너지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히트에서부터 결정되는 파라미터로서 하나의(rise time), .

히트라 하더라도 그 파라미터의 크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발생 히트수는 균열의 발생.

여부를 횟수와 진폭 등은 신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천대성 등, AE AE ( , 2008).

그림 과 그림 은 각각 점굴곡시험과 이면전단시험에서 얻어진 결과그래프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6 7 4

다 시험에서 검출한계 는 본 시험조건에서는 에 해당 을 이용하였다 그림. (threshold) 40dB ( 10mV ) .

는 누적히트와 히트 그리고 재하하중을 시간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중앙에6(a) .

철봉이 존재하여 인장파괴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의.

철봉에 의해 시간경과에 따른 하중곡선은 일정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는. 6(b) x

축을 재하하중에 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이 경우 시간에 대해 표현된 누적히트에서는 쉽게 관찰되.

지 않은 곡선이 변화하는 부분 그림 내 원부분 이 관찰되었다 초기의 곡선변화지점은 인장균열이 발생( ) .

한 부분에 해당하며 두 번째 발생된 곡선의 변화지점은 인장균열이 시료의 전체에 걸쳐 발생하였거나, ,

또 다른 균열이 발생했을 때와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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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히트 히트 재하하중 시간(a) , , vs.

누적히트 히트 백분율 재하하중(b) , vs.

그림 점굴곡시험 결과6. 4

그림 는 시간에 대한 누적히트와 히트 그리고 재하하중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점굴곡시험에서7(a) , . 4

와 달리 초기 재하하중동안 급속하게 신호가 감지된 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AE .

에 따르면 발생된 대다수의 신호는 초기 의 재하하중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7(b) AE 3% .

기 재하시간에 철봉과 외부의 시멘트모르타르의 분리되어 센서로의 신호의 전달이 약화된 것으로AE

보이며 형태의 재하하중곡선의 변화는 철봉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초기 재하동안 발생양상을 보면, S . AE

히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누적히트의 증가가 둔화된 지점은 전단균열이 발생,

한 시점과 대략 상응한다 그러나 금속봉 유무 시험방법의 개선 등의 추가적인 시험이 수행되어야 이들. ,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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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히트 재하하중 히트 시간(a) , , vs.

누적히트 히트 백분율 재하하중(b) , vs.

그림 이면전단시험 결과7.

현장적용5.

사면현황5.1

연구대상 사이트는 안산암의 풍화대로 구성된 지반으로 시공당시에 파괴가 발생된 이력을 가진 사면

으로 사면경사를 로 형성한 후에 준공된 사면이다 년 월 일 일 발생한 태풍 제 호1:1.5 . 2006 7 10 ~11 3

에위니아의 영향에 의해 집중호우로 사면의 일부 구간에서 파괴가 발생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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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소파괴음 계측기술이 적용된 사면으로 좌측에는 파괴후 보강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

파괴는 표면유실과 원호파괴형태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원호파괴는 상부구간 및 하부구간에서 발, 20 m

생하였다 파괴되지 않은 주변 사면역시 추가적인 파괴발생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트. ,

질 내지 점토질 계통의 사면에서 대규모의 원호파괴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여 이 사면을 개발기술의 적용사면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는 사면의 안정성해석결과로 유추된. 9

파괴예상면을 관통하여 설치된 웨이브가이드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그림 미소파괴음 계측시스템 설치사면8.

그림 파괴예상면을 관통하여 설치된 웨이브가이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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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결과5.2

여름 강우기에 대한 변화양상을 계측하기 위하여 년 월에 시추 및 웨이브가이드 설치작업을 수행08 5

하였으며 본격적인 계측은 년 월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현장적용으로 인해 월 일과 월 일사, 08 6 . 6 28 7 3

이의 자료가 누락되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는 계측과 무선통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본 보고에서.

분석한 기간은 년 월 일에서 월 일 즉 두 달의 기간에 해당한다08 6 1 7 31 , .

누적히트와 강우량 계측기간(a) vs.

진폭 히트 강우량 계측기간(b) , , vs.

그림 현장 계측자료10.

그림 은 강우와 발생된 히트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월 일 전후의 비가 내리는 동안10 , 6 20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 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강도를 나타내는 진폭역AE .

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발생은 비가 내린 당일에도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약간. AE ,

의 시간차를 갖고 발생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발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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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생경향을 비교해 볼 때 아주 미세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

해서는 계측이외의 다른 정보량과 변화양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파괴예측기준이 제AE ,

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6.

지반구조물은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그 내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미소파괴

음을 계측함으로써 지반구조물의 파괴를 사전에 예측가능하다 다만 암반 사면은 일반적으로 규모면에. ,

서 대규모일 뿐 아니라 불연속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된 고주파의 미소파괴음은 심한 감쇠

로 인해 계측센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세한 크기로 도달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재질로 이루어진 웨이브가이드를 개발하

였다 개발된 웨이브가이드를 현장에 설치하여 사면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미소파괴음을 계측하고 이. ,

를 바탕으로 파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면에서 예상되는 파괴메커.

니즘과 관련된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시간과 하중에 따른 미소파괴음 발생량과 발생경향,

에 대한 참조값을 획득하였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계측시스템으로부터 강우량과 발생량에 대한 자. AE

료를 분석하여 현재 사면의 상태를 개략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개발된 계측방법과 시스템의 적용성.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내시험과 이로부터 보다 정량적인 기준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현장 계측물리량과 사면변화상태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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