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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layers formed by multiple objects can be easily found in concrete structures. Defects
occurring on the exterior of the structure are typically cracks and leaks in the outer wall, and
defects occurring at multiple layers hidden on the back of the outer wall are known as corrosion
of reinforcement and the occurrence of voids in concrete. Among them, studies on inspecting
voids in concrete at multiple layers ar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an inspection study
was conducted using a microphone, which is a non-contact sensor, to check the differences in
signals caused by voids at various void depth. For this purpose, a specimen and blocks capable of
implementing various void depths were produced, and an actuator was used as an impact source.
For the acoustic signals collected according to void depth, after signal processing to improve the
S/N ratio, the acoustic energy for each void depth in the frequency domain was calculated, and an
evaluation of voids occurring in the multiple layers was perform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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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물체가 겹쳐져 형성된 다중 경계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
조물 외관에 발생하는 결함은 대표적으로 외벽의 균열 및 누수가 있으며, 외벽 배면에 가려져 있는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대표적으로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내 공극 발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다중 경계면에서의 콘크리트내 공극 탐상에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극 및 다양한 공극 깊이별 신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접촉 센서인 마이크로폰 (Microphone)
을 이용하여 검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공극 깊이를 구현한 시험편 및 블록을
제작하였고 충격원으로는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였다. 공극 깊이에 따라 수집된 음향신호는
신호 대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S/N) 비 향상을 위한 신호처리 후, 주파수 영역에서의 공극
깊이별 음향 에너지를 구하고 비교 · 분석을 통해 다중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공극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Keywords: 다중 경계면, 공극, 충격반향기법, 마이크로폰, 음향신호

I. 서 론

시험편에 탄성파를 발생시켜 시험편의 진동에 의한 공진을
이용하는 충격반향기법 (Impact echo method) 이 있다 [6,

서로 다른 2개의 물체가 접하는 다중 경계면 구조물은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및 몰탈 등을 이용하여
외장재나 철근 자재 등을 접합할 때 주로 형성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 건물의 노후화가 진
행되고 이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벽체의 외관상에 다양한
결함들이 발생하게 된다. 건물 외벽 및 벽체의 외관상에 생
기는 결함들은 대표적으로 균열 및 누수 등이 있고, 외벽의
배면에 발생하는 결함으로는 철근의 부식, 석재마감 및 콘크
리트의 탈락에 의한 공극 발생 등이 있다 [1]. 건물 외벽 및
벽체의 외관에 생기는 결함들은 현장에서 육안검사를 통해
유지보수가 진행하고 있지만, 콘크리트와 같은 외벽 배면의
다중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공극 결함은 충격음을 이용한
진단이 시행되고 있는데 검사자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1]. 대표적으로 다중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전 격납건물 (Containment
Liner Plate) 이 있다. 원전 격납건물은 두께 6mm의 철판
배면을 약 120mm 두께의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서 다중 경계면을 가지며 다중 경계면에서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이 주로 발생한다 [2–4]. 다중 경계면에 발생
하는 부식에 관한 연구는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부식 탐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다중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공극 및 공극의 깊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5].
비파괴검사는 구조물에 대한 손상 없이 결함을 탐상하
는 기법이며 콘크리트 공극 탐상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격반향기법을 활용하여 다중 경
계면에서 발생하는 공극 결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공극 깊이를 구현하기 위해 Engineering 아세탈 재질
을 이용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충격원(Impact source)
으로는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Solenoid actuator)를 이용
하였고 신호 수집에 사용된 센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촉식 센서 대신 비접촉 센서인 마이크로폰(Microphone)
을 통해서 음향신호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다중 경계면이 발
생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넓다는 특징 때문에 효율적인 검
사를 위해 비교적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는 접촉식 센서보다
는 비접촉식 센서를 활용하였다 [9,10]. 수집한 음향신호는
신호처리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 고속 푸리에 변환) 를 활용하였고, 주
파수 영역에서 공극 깊이별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 공식을
이용하여 공극 깊이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II. 이 론
1. 충격반향기법
Figure 1은 충격반향기법에 대한 개념도이다. 쇠공이
나 해머 등의 충격원으로 시험편에 충격을 가하면 시험편
내부로 탄성파가 전파된다. 전파된 탄성파는 공극과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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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impact echo
method.

(a)

(b)

(b)

Fig. 3. Moving average filter results; (a) raw signal (b)
applied moving average filter.

Fig. 4.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various void
depth in specimen.

Fig. 2. Signal obtained by Impact echo method [11]; (a)
time-domain (b) frequency domain

III. 다중 경계면에서의 공극 깊이별 실험
주파수를 활용하여 결함을 분석하는 비파괴검사 기법이다
[11].
Figure 2의 (a) 는 충격반향기법을 이용할 때, 공극이 존
재할 경우, 공진 주기에 따른 시간 영역에서의 진동 신호를
나타내고, (b)는 FFT를 이용하여 취득한 주파수 영역에서
의 신호를 나타낸다. FFT는 시간 영역에서 수집한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각각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여러

1. 다중 경계면 모사 시험편 제작
다중 경계면을 모사한 시험편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공극 깊이 및 시험편 제작에 용이한 아세탈(Acetal)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충격반향기법을 이용할 때, 탄성파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편에 하나의 공극만 제작하였다.
Figure 4는 본 실험에 쓰인 시험편을 개략적으로 나타내

개의 정현파로 분리하는 기법이다. FFT을 이용하면 주파

며, 탄소강과 아세탈을 활용하여 다중 경계면을 모사하였고

수 영역으로 변환된 신호에 대한 공진 주파수 (fh ) 를 얻을

탄소강과 아세탈은 나사로 결합한 특수한 구조를 가진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함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1–13].

탄소강으로 만든 철판 두께는 6 mm이며, 아세탈의 깊이는

한편,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음향신호를 수집할 경우

100mm이고 크기는 Ø150인 공극을 가지며, 다양한 공극

음향신호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깊이를 구현하기 위해 높이 20mm, 40mm, 60mm인 총 3

이동 평균 필터 (moving average filter) 를 적용하였다. 이

개의 아세탈 블록을 제작하였다. 다양한 공극의 깊이는 높

동 평균 필터는 시간 영역에서 변화하는 데이터에서 특정한

이가 다른 블록들을 아세탈 시험편의 공극에 넣어서 구현할

데이터 크기를 샘플링하여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평균을

수 있으며, 블록은 아세탈 시험편에서 표면으로 열린 공극

적용하는 기법이고 S/N비 (signal to noise ratio) 향상 측

결함의 깊이를 조절하였다.

면에서 효과가 크다 [14,15].
Figure 3은 FFT를 적용한 신호와 이동 평균 필터 기법이
적용된 신호를 나타낸다.

2. 실험 장비 구성 및 방법

Figure 3의 (a) 는 원신호이며, (b) 는 이동 평균 필터가
적용된 신호를 나타내었다. (b) 와 같이 이동 평균 필터 기
법을 적용하면 원신호보다 신호의 S/N비를 높일 수 있다.

Table 1은 실험에 사용한 장비들을 나타냈으며, Fig. 5
는 실험 구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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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 Equipment.
Equipment
Microphone

Specification
Frequency range
10 Hz – 20 kHz
50 mV/Pa(± 2 dB)
Sensitivity
(at 250 Hz)

Impact
Solenoid actuator
Source
DAQ
Resolution
(Data acquisition) Max sampling rate

24 V DC/300 mA
24 Bit
102.4 kS/s

(a)

(b)

(c)

(d)

(e)

Fig. 5. (Color online) Experiment set-up; (A) Microphone & solenoid on specimen (B) DAQ (C) DC supply.

Fig. 6. Experiment signals obtained in freq. domain for
void depth (a) Steel plate (b) 40 mm (c) 60 mm (d) 80
mm (e) 100 mm.

전원장치에서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로 전압을 인가하
여 철판 표면에 충격을 가하고 마이크로폰 주위에 탄성파를
발생시킨다. 이때,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타격
지점은 시험편 내 공극이 존재하는 철판 표면의 중앙 부분
이다.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와 마이크로폰과의 거리는
27 mm이며, 마이크로폰을 고정하는 지그와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를 고정하는 지그 사이의 최단거리이다. 마이크
로폰을 통해 데이터 수집 장치로 신호를 수집하고 NI사의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데이터들을 저장하
였다. 이때 철판 및 공극 깊이별 (40 mm, 60 mm, 80 mm,
100 mm)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수집한 음향신호는 FFT
를 이용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IV. 다중 경계면에서의 공극 깊이별 실험 결과

기준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약 3 – 3.6 kHz 대역과 6 –
7.2 kHz 대역에서 공진 주파수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는데 이는 철판에 대한 고유한 공진 주파수 값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극 깊이에 따른 신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철판의 공진 주파수 대역을 제외하였으며, Fig. 7은 철판의
고유한 주파수 대역 성분을 제외한 주파수 대역 성분을 깊
이별로 나타낸다.
Figure 7은 철판의 고유한 주파수 성분을 제외한 성분들
로써 깊이별 고유한 데이터들을 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낸다.
공극 깊이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agnitude의 범위를
Fig. 6 (a) 와 동일하게 선정하였고,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
공식을 활용하였으며 Eq. (1)과 같다.
∫ ∞
Mk (f )2 df
(1)
ET =
0

Figure 6은 철판만 있을 때 취득한 음향신호 결과와 각
공극 깊이별 음향신호 결과를 신호처리 및 FFT를 수행하
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다. Figure 6 (a)는 철판만 있을때의
신호를 나타내며 Magnitude가 제일 크게 나온 철판신호를

Equation (1) 은 적분을 활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다. 여기서 ET 은 탄성파로부터 나온 모든
음향 에너지값이며, f 는 주파수, Mk (f )는 FFT에 의해 변
환된 함수이다. Equation (1) 로부터 구한 공극 깊이별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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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신호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극의 깊이에 따른
음향 신호의 특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FFT 및 이동평
균필터를 이용한 신호처리를 수행하였으며, 공극 깊이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 스펙트
럼 밀도 공식을 활용하여 각 공극 깊이별 음향 에너지를
구하였다. 공극 깊이에 따른 음향 에너지는 공극 깊이가
(a)

(b)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충격탐상기법을
이용하여 가려진 다중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공극 깊이에
대한 검사 기법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다중 경계면
에 자주 사용되는 재질인 콘크리트, 석재 및 건축자재들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 결과와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c)

(d)

Fig. 7. Resultant signal obtained by subtracting steel
plate signal (a) 40 mm (b) 60 mm (c) 80 mm (d)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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