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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설치된 데크재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초음파 비파괴시험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3종류의 데크재에 대해 트

랜스듀서의 배치에 따른 직접법과 간접법간의 측정방법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두 번째로 설치된 데크재의 사용시

간의 경과에 따른 초음파속도를 측정⋅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데크재의 사용수명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시간의 경

과에 따른 초음파속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시험결과 직접법과 간접법간의 측정방법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직접법에 대한 간접법의 비율은 1.02와 1.05로 각각 나타났다. 설치된 데크재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음파 속

도는 감소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는 선형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로부터 초음파 비파괴시험법은 설치된 데크재의 유

지보수에 관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ultrasonic nondestructive test (NDT) was applied to deck in-service to inspect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decking materials using ultrasonic pulse velocity. First, the measuring method between direct and indirect method

according to transducer arrangement was studied. Second, the ultrasonic pulse velocity of decks in-service was 

compared with the passage of time. Finally, the change of ultrasonic pulse velocity was evaluated to expect service life

of decking materials. The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method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the ratio of direct to indirect method was 1.02. 1.05 respectively. The ultrasonic pulse velocity of decks in-service was

decreased as the passage of time and the linear relationship in the ultrasonic pulse velocity to passage of time was 

found. From the results, The ultrasonic NDT will be helpful as an efficient method of on-site management of decks 

in-service.

Keywords : ultrasonic nondestructive test, ultrasonic pulse velocity, deck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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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의 사용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건축용재

에서부터 내장재, 야외시설재 등으로 그 사용범위가 

무척이나 넓어지고 있다. 이는 목재만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뛰어난 내구성 

및 높은 비강도 등으로 인한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

에서도 목조주택을 비롯하여 일반 조경용 데크재에

도 많은 양의 목재 및 목질계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데크재는 조경시설 등의 바닥 상판 등에 사용하는 

야외시설재로 환경 친화적 목적과 미관상의 목적으

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데크재로는 방부목에서부터 

시작하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ood plastic compo-

site: WPC), 방킬라이, 이페 등의 열대산 활엽수재, 

최근에는 열처리 목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데크재의 시장규모는 소득 증대에 따른 사회 편의시

설 확충사업이 관급 자재시장 중심으로 급성장세를 

불러일으켰고 업계 추정자료에 따르면 데크재의 시

장 규모는 2013년 현재 2,7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http://www.fnnews.com/news 2013). 데크재 중 

여전히 방부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열대산 

활엽수재, WPC가 차례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

재 공원이나 산책로 등 관급 조경공사에서는 점차 

WPC와 열대산 활엽수재가 방부목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장에서 천연목이라 불리는 열대

산 활엽수재가 데크재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재

료의 강도가 뛰어나고 별도의 방부처리가 필요 없으

며, 내구성이 뛰어나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크재의 유지관리에는 기존 

데크재를 보수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교체를 선호하

고 있다. 이는 데크재 관리는 전적으로 육안에 의존

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부재의 실제 성

능과 상관없이 외관적 특징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써 

부재의 성능을 과소평가하여 재료의 효율성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Son과 Lee 2004) 부재의 외부에는 

거의 손상이 없으나 부재 내부는 곤충 또는 미생물

에 의해 목재 내부의 세포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육안으로는 피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심한 경우 그 부재의 안전성도 의심스러

울 수밖에 없다(Kim 등 2005). 이런 상황에서 데크

재의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데크재의 정확한 시

공,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 2014) 이에 

따라 설치된 데크재에 대한 유지관리 작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데크재의 성능평가이다. 육안에 의

한 검사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능검증방법이 필요하며 이 검증

을 통해 데크재의 교체유무 및 적절한 유지관리 방

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성능검증을 위한 비파괴 시험법 중 초음파 시험법

은 목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장비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며 현존하는 구조물의 성능시험과 열화탐지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 비파괴시험에서 보

통 두 개의 트랜스듀서가 재료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하여 펄스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

(direct method)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보통 데크

재는 지면부에 접하여 설치되고 양단이 지지부재로 

막혀 있어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표면에 나란히 트랜스듀

서를 위치시키고 펄스속도를 측정하는 간접방식을 

적용하는데(Naik 등 2004) 이는 실제적인 경우 적절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Lourenco 등 2007). 이 두 방

법 간에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해 시작되어 목재에 대해 일부 수행되었지만

(Machado 등 2009; Teder 등 2011) 특히 설치된 시

설물에 대해 경시변화에 따른 초음파속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최근 5년간 데크재가 많이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를 대상으로 설치된 데크재에 대하여 초음파를 

사용한 비파괴 시험법을 적용하여 재료결함의 탐지

가능성과 경시변화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여 데크재

의 유지관리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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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 선정 

본 연구에서 선정된 조사지는 최근 5년간 대구광

역시 동구에서 시행한 데크재 설치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Fig. 1과 같이 총 5곳을 선정하였으며 

예상과는 달리 방부목으로 시공된 곳은 한 곳도 없

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실험재료 

데크재에 대한 초음파 비파괴시험을 위해 현재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세 종류의 열대산 데크재를 전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시험재료로 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Table 2와 같다. 

직접법과 간접법 간의 비교시험을 위하여 준비된 

데크재에 대하여 길이를 900 mm로 재단하여 최종 

시험재로 하였다. 준비된 시험편의 함수율은 접촉식 

전기 수분계를 사용하여 함수율을 측정하였으며 측

정된 시험편들의 평균 함수율은 15.4%였다.

2.2.2.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초음파 비파괴

시험

준비한 시험편에 대해 Swiss Proceq사의 초음파시

험기(Pundit Lab Plus)를 사용하여 직접법의 경우 

Fig. 2의 a와 같이 양 단면에 트랜스듀서를 설치하고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였으며 간접적인 방법의 경우 

A: 40, Ayang-ro Dong-gu,, B: 41-49, Ayang-ro Dong-gu, 

C: Hyo-mok-ro 7 Dong-gu, D: Hyo-mok-ro 6-73 Dong-gu, 

E: 1626 Yul-ha dong, Dong-gu

Fig. 1. Site location of decks in-service in Dong-gu, 

Daegu.

Location 
Path Length Materials Year 

Site Address 

A 40, Ayang-ro Dong-gu, Daegu 80 m Ipe1) 2014

B 41-49, Ayang-ro Dong-gu, Daegu 580 m Merbau1) 2013

C Hyo-mok-ro 7 Dong-gu, Daegu 250 m WPC2 2012

D Hyo-mok-ro 6-73 Dong-gu, Daegu 340 m WPC2) 2012

E 1626 Yul-ha dong, Dong-gu, Daegu 80 m Ipe1) 2010

1) Tropical hardwood 2) Wood Plastic Composite

Table 1. Site location and decking materials

Wood Species Dimension (mm) No. of test pieces

Merbau (Intsia spp) 19 mm × 90 × 3300 mm 10

Ipe (Handroanthus spp) 19 mm × 90 × 3300 mm 10

Bankirai (Shorea atrinervosa) 19 mm × 90 × 3300 mm 10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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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b처럼 먼저 거리 L (230 mm)의 위치에 트랜

스듀서를 설치하고 초음파 속도를 측정한 다음 이어 

왼쪽 트랜스듀서는 고장한 채 오른쪽 트랜스듀서를 

옮겨 두 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 2 L (460 mm)에 

트랜스듀서를 설치하고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여 평

균속도를 구하였다. 사용된 트랜스듀서의 주파수는 

54 kHz이며 측정된 두 방법 간의 차이는 t-테스트를 

통하여 그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다.

2.2.3. 설치된 데크재에 대한 초음파 비파괴

시험

대구시 동구의 지정된 5개의 위치에서 초음파 비

파괴시험을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여 초음파 전달속

도를 측정하였다. 각 지역에 설치된 데크재에 대하여 

매 10 m 간격으로, 길이가 짧은 곳은 매 1 m 간격으

로 측정하였으며, 추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측정 지점을 표시한 다음 시험을 진행하

였다. 측정 시 최초길이 L은 230 mm, 2 L은 460 

mm로 하여 Fig. 3과 같이 측정하였다. 육안에 의해 

결함이 파악된 곳에서는 측정간격과는 상관없이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초음파 비파괴

시험의 비교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초음파 비파괴시험 결과

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값으로부터 살펴보면 직접법은 간접법보다 

높은 초음파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간접법에 대한 직

접법의 비율은 Merbau재에서는 1.05, Ipe와 Bankirai

재에서는 1.02로 각각 나타났다. t-test에 의한 통계

a) Direct method b) Indirect method 

Fig. 2. Pulse velocity measurement configurations (L = 230 mm). 

a) Site view (Yul-ha, Dong Gu) b) Indirect test of decks in-service

Fig. 3. Site configuration and test set up for ultrasonic 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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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직접법과 간접법 사이에는 5% 유의수준에

서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데크재처럼 직접법에 

의해 측정이 힘든 경우 간접법에 의한 측정법도 재

료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법에 의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에 

적용되며 PUNDIT LAB+ 메뉴얼에 따르면 간접법은 

직접법보다 초음파속도가 낮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보정계수로 1.05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재에 대한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같은 결과를 얻어 추후 직접

법에 의해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간접법에 의한 측정

을 시행하고 직접법에 대한 보정계수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두 측정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Fig. 4에서 보듯이 상관계수가 0.82-0.85 

정도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마리타임 소나무, 유럽가문비나무, 백참나무에 대한 

Machado 등(2009)의 연구에서 두 방법 간의 상관계

수가 0.90인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로 사료

된다.

3.2. 설치된 데크재의 초음파 비파괴시험에 

따른 특성 

설치된 데크재에 대한 현장에서의 초음파 비파괴

시험에 따른 속도의 측정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

다. 표에서 보듯이 가장 최근(2014)에 시공한 A지역

의 Ipe 데크재에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2010년에 

시공한 한 E지역의 데크재보다 높은 초음파속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비율은 E 지역의 데크재의 성능은 

A지역 대비 47% 정도를 측정되어 4년간 상당량의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같은 시기에 조성된 C, D 

지구에서 WPC 데크재의 초음파 전달속도는 같은 것

Wood Species
Ultrasonic pulse velocity (m/sec)

VD/VI p value of t-test 
Direct method (VD) Indirect method (VI) 

Merbau 5,682 (0.051)* 5,436 (0.061) 1.05 0.096

Ipe 5,221 (0.040) 5,106 (0.052) 1.02 0.299

Bankirai 5,317 (0.040) 5,200 (0.053) 1.02 0.301

*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Table 3. Test results of ultrasonic test using direct and indirect method

Site A B C D E

Average1) 4,213 3,024 1,181 1,179 2,000

COV2)  0.12  0.20  0.22  0.18  0.13

Max 5,128 4,115 1,600 1,6003 2,353

Min3) 196 1,242 85 806  117

1) The data on damaged decks are not included 2) coefficient of variation 3) The minimum values represent damaged decking materials

Table 4. Test results of ultrasonic test using indirect method in decks in-service (unit; m/s)

R2 = 0.85 (Merbau), R2 = 0.84 (Ipe) R2 = 0.82 (Bankirai)

Fig. 4. Correlation between direct method and in-

direct method in ultrasonic ND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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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까운 시기에 열대산 데크재가 

시공된 B 지구(2013년)와 비교해 볼 때 열대산 데크

재가 WPC 데크재가 보다 2.56배 정도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목재와 WPC 재에 대한 비교실험(Nazafi 

등 2008)에서도 약 2.5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 보고한 바,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Table 4에서 측정된 값 중에서 가장 낮은 속도를 

나타내는 경우 이 부분은 육안적으로도 결함이 심한 

부위로 판명되었으며 A 지구에서 초음파 평균전달

속도가 4213 m/s인데 비해 결함이 눈에 띠게 큰 데

크재에서는 196 m/s에 불과해 초음파 전달속도측정 

시 측정값이 한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거나 C 지구

에서 처럼 할렬이 있는 경우는 없는 부위보다 초음

파 전달속도가 40%에 불과해 이들 부분은 결함부위

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활용하면 눈에 보

이지 않는 결함부위를 탐색하는데 간접법에 의한 초

음파 측정법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것은 Fig. 5에 나타내었다. 

3.3. 경시변화에 따른 데크재의 초음파전달

속도

설치연도에 따른 열대산 활엽수 데크재의 초음파

전달속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Ipe 재의 경우 2015년 당해 연도를 100으로 

하였을 때 2014년에는 80%, 2010년에는 39% 정도

로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초음전달속도의 차이

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Merbau 재의 경우에는 2015

년 대비 2013년에는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Bankirai 재의 경우는 해당지역에 설치된 곳이 

없어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수종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시간경과 따른 초음

파전달속도의 감소경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9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관계로

부터 시간경과에 따른 초음파전달속도의 예측이 어

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조사된 결과로부

터 열대산 데크재에서 초음파 전달속도가 1500 m/s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 Fig. 5에서와 같이 표면에서 큰 

할렬이 관찰되어 교체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Rodriguez 등(2001)은 부후되지 않은 목재

의 초음파 속도는 1,900 m/s 이상이며, 1500-1900 m/s 

사이의 속도에서는 부후가 시작되는 단계, 1,500 m/s 

이하에서는 부후된 목재의 초음파속도라고 분류하였

으며 고밀도재의 경우 전건재는 3,000 m/s 이상의 속

도를 나타낸다고 한 바, Ipe 재의 경우 설치된 지 5년

이 경과한 후에는 2,000 m/s의 속도를 나타내어 이 

들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어느 정도 부

후여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Lee 등(2013)은 서까래재의 내부결함을 탐지하

는데 초음파 간접시험법을 적용하여 목재의 부후정

도를 판단할 수 실험식을 제안하여 그 상관관계를 구

명한 바 있다. 향후 표면속도와 더불어 설치된 데크

재에 대해 초음파 전달속도와 내부 결함 및 강도와 

강성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

Fig. 5. Ultrasonic velocity and detection of damaged deck materials in Site B (dotted lin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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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면 데크재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교체시기와 교

체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

가 가능하므로 데크재의 유지⋅운영 면에서 매우 효

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설치된 데크재에 대해 초음파 비파괴 시험을 실시

하고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초음파속도 측정법에서 직접법은 간접법보다 

높은 초음파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간접법에 대

한 직접법의 비율은 Merbau 재에서는 1.05, Ipe

와 Bankirai 재에서는 1.02로 각각 나타났으며 

두 방법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치된 데크재에 대한 현장에서의 초음파전달

속도를 측정결과 가장 최근에 시공한 지역의 

데크재에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2010년에 시

공한 한 지역의 데크재보다 높은 초음파속도를 

나타내었다. WPC 데크재의 초음파 전달속도는 

열대산 데크재의 속도보다 보다 40% 정도 낮게 

나타났다. 

3. 시간경과 따른 초음파 전달속도의 경향을 회귀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9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관계로부터 시간경과에 따

른 초음파 전달속도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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