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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철근탐사는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 철 

근탐사기 중 전자기유도법과 전자파레이터법의 측정 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크기가 1,000 mm 

(길이 ) x 300 mm(폭)이고 철근직경， 피복두께가 각기 다른 4개의 콘크리트 시 험체를 이용하였다 실험은 90일간의 공기중 건 

조 후와 3, 24, 48시간 및 28일간의 침수 후 실시되었다 실험결과， 전자기유도법의 경우， 철근직경 이 커짐에 따라 오차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파레이더법의 경우에는 실제 피복두께에 맞는 비유전율에 따라 측정하여 깊은 심도의 경우 

에도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함량이 3 .6-5.5%로 증가함에 따라서 콘크리트 시험체의 비유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분함량이 비유저율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인자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수분함유량에 따른 유전상수 산출식을 도출， 제시하였다. 

액심용어 피복두께， 철근， 레이더， 전자기유도법 

ABSTRACT Detecting rebars in side the concrete structures is one of the important steps in assess ing condition of the struc

ture. In order to determine the detection capability of locating rebars inside the concrete, two types of equipments, which use 

radar system and electromagnetic system each, were tested. Four concrete specimens which have the dimensions of 1,000 mm 

(length)x300 mm(width) with di fferent thickness and diameter of steel bars were applied. A series of testing was achieved after 

drying in air for 90 days, immersed in water for 3, 24, 48 hour and 28 day. From the experimental outcome, it is shown that 

error is increased as the diarneter of rebar enlarge in case of e lecσomagneti c method. In case of radar method, the detection of 

embedded rebars in deep is good in the view of reliabili ty. As moisture content increase ITom 3.6% to 5.5%, the relative permit

tivity of concrete test specimens show tendency to increase, too. Therefore, it is shown that moisture content is one of the major 

contributing factors to determine the relative pemlittivity. And the relative permittivity regression equation is suggested. 

KEYWORDS Cover depth, Steel bars, Radar, Electromagnetic 

1. 서 를르 
'- 보를 따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비파괴 철근탐사는 철근 

부식 정도의 계측과 같은 콘크리트의 내구성 측면과 피복 

두께 및 철근배근 상태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안전성 측면 

에서 실시된다 하지만 각 철근탐사 장비마다 제공하는 탐 

사가능 범위 및 오차가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고， 분석 

방법 및 판독자의 기술력에 따라 많은 오차가능성을 포함 

하고 있다(임창덕 ， 199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0) 

철근탐사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철근 간격 측정은 장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은 인장부재로서 구조물 

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철근정보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철근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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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흐름과 동시에 역으로 새로운 자장을 형성하여 계 

기의 코일에 전류가 발생함에 따라 묘일의 전압이 변화한 

다. 이 러한 코일 전압의 변화는 자기장내 자성체의 특성 

및 거리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의 위 

치 및 직경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박석균 등 

1998; 박승범， 2002 ; 박기준 등， 2000; 입홍철 등， 2000). 일 

반적으로 표면에 가장 근접한 철근탐지에 사용되고 그 안 

쪽에 존재하는 철근의 경우는 방사선 등의 다른 방법을 이 

용하여구한다. 

2.2 전자파레이더볍 

전자파레이더법에 의한 철근탐사는 방사선， 적외선보다 

는 주파수가 낮고 전파(라디오파)보다는 높은 마이크로파 

대 역의 전자파(수백 MHz.-수 GHz)를 방사하여 그림 2와 

같이 대상 물체내에 송신된 전자파가 전기적 특성(유전율 

및 전도율)이 철근， 매설물， 공동 등의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반사파를 일으키는 성질을 이용해 그 반사파의 영상을 해 

석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R바n， 2000; Cheng et al., 1989). 

전자파는 주파수가 높으면 분해능이 좋지만 감쇠가 크 

고 탐사심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과 

같이 비교적 얄은 부분은 펼스폭이 극히 짧은 전자파가 사 

용되는데 고정밀도 탐사에는 일반적으로 

1,000MHz 범위의 안태나가 사용된다(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 1999, 2000, 2006). 

500 MHz-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 

나 철근의 피복은 철근직경과 철근간격 및 피복두께의 영 

향을 크게 받고 있어 정확하지 않은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 

다(임홍철 등 2000) . 특히 항만시설이나， 수리구조물인 상 

수도의 응집침전지 및 정수지 등은 표면이 상시 습윤상태 

로 있어 비파괴조사시 이에 대한 보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 

우 측정값에 대한 오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근 배근제원의 실측이 가능토록 

각 인자별 시험체를 제작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기 

유도법과 전자파레이더법의 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의 직경， 

피복두께 및 표면의 습윤상태 등 주요 영향인자에 따라 실 

힘을 실시분석하여 이러한 인자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절근배근탐사원리 

2.1 전자기유도법 

전자기유도법에 의한 철근탐사는 철근과 같이 강자성체 

를 띤 것에 적용되어 콘크리트나 비자성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탐사에 효과적으 

로 활용된다. 전자기유도법을 이용한 장비는 기본적으로 

평행 공진회로의 전압진폭 감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그림 I 에 나타난 바와 같이 Probe 

나 Scanner에 마련된 코일에 교류전류를 흘려 교류자기장 

을 발생시키고 그 자기장내에 철근과 같은 강자성체에 기 

힌헌 

그111의두꺼 

엉곤 
(진도를 •• 자를) 

그림 1. 전자기유도법 탐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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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파레이더법 탑사원리 

흔}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길/ 제3권 제1호 



비파괴 철근탐사의 주요 영향인자에 관한 실험적 연구 27 

표 1. 콘크리트 시험체의 배합표 

1켈o 
l 그h L심 

3. 실험계획 

3.1 시험체 제작 

3.3절의 실험인자를 고려하여 절근직경은 DI 3에서 D25 

으로， 철근간격에 따른 상호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간격은 125 mm이상으로(임홍철 외， 2000)， 모서리 반사의 

영향과 유효측정 영역 크기인 피복두께 45 mm에서 180 mm 

에 해당하는 1,000 mm x 300 Illm(임홍철 ， 1999)(쇄석골재， 

최대골채치수 삐9mm，κk= 2 1 MPa, 표 I 참조) 시험체 4개 

를 제작하였으며 그림 3에 시험체의 제원을 도시하였다. 

표 2는 본 시험에 적용한 각 인자를 나타낸 것이고， 사진 l 

은 시험체 전경 및 시험전경을 나타낸 사진이다. 기건상태 

의 경우 상변과 하면을 각각 시험하였고 습윤상태의 경우 

직경 D 16, 피복두께 93 mm에서 180 mm인 배근철근에 대 

하여 시험하였다. 

3.2 실험장비 

연구목적 특성상 장비의 제조사나 장비명을 비공개로 

。 • . jd 
。• • 

똥」 잉
 

-
5@' 5O =750 

(a) 시험처1 : A-1 -2, 8-1 - 2, C-1-2 
(피복 : d, 높이 : h, 간격 : 150mm) 

Gm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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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철근탐사를 위한 시험체 

구분 철근직경 피복두께(mm) 수분함량(%) 

A-I ,2 DI3 45.3 , 72.0 3.3, 3.2 

기 건 8 - 1,2 DI 9 42.8, 88.0 3.4, 3.2 

상태 C- I,2 D25 46.8, 58.8 3.4, 3.2 

D-l ,2 D1 6 29.0, 59.0 3.6, 3‘ 6 

습윤상태 D-3-7 DI 6 93 , 122, 153 , 180 3.6- 5.5 

하였으며 편의상 전자기유도법의 장비를 A, 전자파레이더 

법의 장비를 B로 지정하였다 

3.3 실험인자 

3.3 .1 철근직경별 

사용된 철근은 D13 , D16, D19, 025이다. 

3.3 .2 피복두께별 

피복두께를 45- 180 Illm로 하였다. 

333 습윤상태별 

시험체를 습윤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수조에 3시간-28일 

。

•d •d ↓여 ↓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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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험체 : D- 1- 7 
(피복 d' - 4, 높이 h, 간격 125mm) 

그립 3. 콘크리트 시험체 제원 

풀 

톨 i 쩌 -L 」」3I
I 

사진 1 시험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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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자기유도법(장비A) (b) 전자파레이더법(장비B) 

사진 2 실험전경(계속) 

(c) 수분함유량 측정(장비C) 

간 단계적으로 침수 후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부직포로 제 

거하고 고주파 표면수분측정기(장비c)로 측정하여 구분하 

였다(표면 40 nun기준 3.6- 5.5%). 

3 ..4 측정방법 

3.4.1 수분함유량 측정 

콘크리트 시험체 표면의 수분함량 측정은 표면깊이 40 

m까지 측정이 가능한 표면 수분함량 측정장비를 이용하 

였으며， 장비를 표변에 밀착시켜 수렴되는 값을 측정하였 

다. 이때 유의수준 5%내에서 20점에 대한 평균값을 대표 

값으로 정하였다(장비C， 사진 2(c) 참조) 

3.4.2 전자기유도법 탐사 

콘크리트내 절근에 대한 탐사방법은 전자기유도법의 경 

우， 미리 직경을 입력하였으며 통계적 측정모드(mode)에서 

경보음을 참고하여 철근의 영향이 가장 적은 중앙부위를 따 

라 전후로 안태나를 수회 반복적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가장 

낮게 수렴되는 값으로 결정하였다(장비A， 사진 2(a) 참조). 

3.4.3 전자파레이더법 탐사 

전자파레이더법 탐사방법은 시험체에 대한 전자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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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직경(피옥 43-47mm 경우) 

(a) 피복두께 43-47mm인 경우 

더의 모서리 영향을 고려하여 안태나를 시험체 종방향 중 

앙을 기준으로 허용속도 이내로 측정한 후 시험체의 중앙 

부위에 배근된 철근 4개의 피복두께에 대한 각각의 측정 

값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장비B， 사진 2(b) 참조) 

3.4.4유전상수산정 

시험체에 대한 피복두께(D)의 실측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유전상수를 프로그램에 내장된 화상분석을 통하여 

구하였다 

3.5 실험결과 

3.5.1 전자파레이더법의 유전상수 보정 

전자파레이더법의 경우 콘크리트 내부의 전자파속도α) 

는 유전상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관계이므로 매질에 

따른 유전상수의 보정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피복두께 

에 대한 실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실측에 근접한 

유전상수로 보정한 측정값으로 하였다. 그림 4-5는 유전상 

수의 보정전과 보정후의 측정값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3.5 .2 철근직경 영향 

철근직경이 D13, D16, Dl9, D25인 시험체에 대한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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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직경(피옥 59-짧nm경우) 

(b) 피복두께 59-88mm인 경우 

그림 4 전자파레이더법의 유전상수 보정전과 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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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분합유량 3 .9% 

그림 5. 시험체 시험곁과 화상처리 분석 

표 3. 기건상태 시험체의 철근직경별 및 피복두께 측정결과 

철근 실측피복 
전자기유도법 (장비 A) 전자파레이더법(장비 B) -/「‘τ닙r 

구분 
직경 (mm) 측정피복 오차율 즉정띠복(mm) 오차율(%) 유전 함량 

(mm) (%)1 ) 
보정전 보정후 보정전 보정후 사。92 ) (%)J) 

A-l 013 45 .3 43.3 -4 .3 62.0 46.0 37. 1 1.7 7.8 3.3 

A-2 013 72.0 39.5 -7.6 97.3 72.5 35 .1 0.7 7.6 3.2 

B-I 019 42.8 4 1.5 -11.2 66.8 43.5 56.3 1.9 7.9 3.4 

B-2 019 88.0 68.5 -4.9 108.0 89.0 22.7 1.1 7.5 3.2 

C- I 025 46.8 77.3 -12.2 68.0 46.0 45 .5 - 1.6 7.6 3.4 

C-2 025 58 .8 66.3 12.9 8 1.5 60.0 38.7 2.1 7.7 3.2 

0-1 016 29.0 27.0 -7.4 42.0 3 1.0 44.8 6.9 8.9 3.6 

0-2 016 59.0 53.0 -11 .3 69.0 58.0 16.9 -1.7 8.9 3.6 

”오차율 =(측정피복-실제피복) I 실제피복 x 100 
2)실측띠복두께에 대한 측정유전상수 

J)표면에서 40 mm까지， 종·횡방향， 20회 명균값 

결과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 

림 6-7에 나타내었다. 유사한 수준의 피복두께에 대해 철 

근직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보면 전자기유도법은 

철근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두께가 작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특히 D25인 경우 최대 12.9%의 오챈을 

나타내었다. 이는 철근직경이 증가 할수록 철근직경이 작 

은 경우보다 인접철근에 대한 영향도 커지므로 측정의 정 

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자따레이다법 

의 경우 철근직경 Dl 3 및 016인 경우 오차율은 피복두께 

29- 45 mm일 때 절대값 기준 최대값과 최소값이 5 .2% 차 

이를 보여 철근직경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여러 형상 

의 굵은골재 및 잔골재로 구성된 불균질한 콘크리트의 부 

위별 반사파의 산란 등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3.5 .3 피복두께 영향 

철근직경이 일정하고 절근피복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획득된 철근직경별 피복의 측정결과에 대한 그래프를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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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피 복과 실측피복의 

59 88 46.8 
피옥두께 

(a) 측정 피복과 실측피복의 비교 

29 58 .8 42 .8 72 45.3 

오차율 

그림 8 피복두께 벌 측정피복 걸과 

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기유도법 (장비 A)은 피복두 

께 90 mm이상인 경우 자기장의 영역이 멀어져 측정이 불 

가하였지만 측정이 이루어진 88 mm이하인 경우에도 오차 

율의 변화는 피복두께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철근직경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는 전자파레이더법에 비해 정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복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 

통일한 철근직경을 사용하고 피복두께가 변화할 때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전자파레이더법의 경우 피복이 증 

가함에 따라 오차율은 대체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0 1 6인 경우에는 오차율이 0.6%까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복두께가 증가함에따라 표면반 

사파와 철근에 의한 반사파의 중첩영향이 적어지기 때문 

한국재산관리표준학희 논문잡 제3권 제1호 



비파괴 칠근탐사의 주요 영향인자에 관한 실험적 연구 31 

~f-
<0 
i(J 
oþ 

14 

12 

1 。

8 

6 

4 

3.0 

。 유전상수 

--선횡 (유전상수) 

3.5 4.0 4.5 

y = 1.4551x + 3.4537 

R' = 0 .9454 

5.0 5.5 

수분함랑(%) 

(a) 수분함량에 따른 유전상수 

90 

80 

70 

~f- 60 
:(0 
」니 60 
버 

이DfJ애 40 

증r30 

a 

10 

o 
6.0 

며수분힘랑(쩌 

. 유전상수 

口오차을(보정전 .o/<i 

口오차율(보정후. ~ 

No.3 No.5 

수분함료째l 따른시험체 

(b) 시험체 경우별 오차율 

No .7 

그립 9 수분함량에 따른 유전상수 및 오차율 

장의 영역이 멀어지므로 자성체인 철근에 걸리는 자장의 

크기가 작고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약해지므로 판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전자기유도법이 깊은 심도의 철근 

을 탐사하는데 전자파레이더법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짐을 

알수있다. 

3 .5.4 습윤상태 영향 

시험체 표면의 수분함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침수 전 기건상태 (3.6%)， 침수 후 습윤상태(3.9%， 4.7%, 

표 4. 습윤상태 시험체의 수분함량 및 피복두께별 측정결과 

5.0% 5.5%)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분석대상은 피복두께의 

영향이 적은 90- 180 mm 깊이의 철근으로 하였다 수분함 

유량은 투수성이 낮은 콘크리트의 특성상 단기간의 침수 

조건에서 일정수준으로 수렴하였으며 시험결과는 표 4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수분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오치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분함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쇠상수 및 유전상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자파가 매질의 전도율이 

낮을수록 더 깊이 투과하므로 습윤상태의 경우가 기건상 

구분 
실측피복 측정피복(mm) 오차율(%) 

유전상수 수분함량(%) 비고 (mm) 보정전 보정후 보정전 보정후 

93 123 97 32 .3 4.3 

122 160 125 3 1.1 2.5 
0-3 

153 199 154 30 .1 0.7 
8.9 3.6 침수전(90일) 기 건상태 

180 232 179 28 .9 -0 ‘ 6 

93 129 96 38 .7 3.2 

122 169 124 38.5 1.6 
0-4 

153 208 15 1 35.9 
9.2 3.9 침수후(3시간) 습윤상태 

-1.3 

180 244 176 35 .6 -2.2 

93 135 97 45.2 4 .3 

122 176 125 44.3 2.5 
D-5 

153 213 150 39.2 -2 .。
10.0 4.7 침수후(24시간) 습윤상태 

180 256 179 42.2 -0.6 

93 142 97 52 .7 4.3 

122 183 122 50.0 0.0 
0-6 10.9 5.0 

153 219 145 43 .1 -5.2 
침수후(48시간) 습윤상태 

180 263 172 46.1 -4 .4 

93 163 97 75.3 4.3 

122 2 16 126 77.0 3.3 
0-7 

153 267 154 74.5 0.7 
11.8 5.5 침수후(28일)습윤상태 

180 323 184 79.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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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보다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전자파의 투과율이 낮아져 

오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분함량에 따른 실제 피복두께의 유전상수를 보정함에 

따라 오차율이 최대 5.2%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을 통하여 산출된 표면 수분함유량에 따른 유전 

상수 산출식은 [y=1.4551x + 3.4537]이며 여기서， y는 유전 

상수， x는 수분함유량(%)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탐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의 일환으로 철근탐사 신뢰도의 주요인자인 

철근직경， 피복두께， 습윤상태별 시험 및 결과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기존 문헌(김영환， 2000; 임홍철， 1999, 

1997)의 내용과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자기유도법의 경우， 철근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며 전자파레이더법의 경우， 실제 피복두께에 맞는 

유전상수에 따라 측정하여 갚은 심도의 경우에도 신뢰도 

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1) 철근직경에 대한 영향은 전자기유도법의 경우 철근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여 최대 12.9%의 오 

차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전자파레이더법의 경우는 철 

근직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피복두께에 대한 영향은 전자따레이더법의 경우 피 

복두께가 커질수록 오차율이 0.6%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자기유도법은 피복두께가 90 

mm이상인 경우 유효한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갚은 심도의 철근을 탐사히는데 전자파레이더법이 

정밀도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투수성이 낮은 콘크리트의 특성상 단기간의 침수조 

건에서 표변의 수분함유량은 일정수준으로 수렴되었다. 

전자기유도법의 경우 수분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파레이더법의 경우 습 

윤정도의 변화에 따른 유전상수의 보정으로 오차율은 최 

대 5 .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분함유량이 유전상수의 

주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 수리구조물 대상 시험 시 표면 수분함량을 고려한 

유전상수의 보정으로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 

흔}국재난관ë!(표준학희 논문짙 제3권 제I호 

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산출된 표면 수분함유량(%) x 

에 따른 유전상수 y의 산출식은 [y=1.4551x + 3.4537] 이다. 

(4) 향후 철근탐사의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조건에 대한 각 장비별 시험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가 

펼요하며 특히， 전자파레이더법의 경우 주요 영향인자인 

표면수분함유량에 따른 유전상수 산출식은 현장에서의 시 

험값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축적 및 적용을 통하여 정밀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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