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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researches on electromagnetic (EM) properties like dielectric constant and conductivity are performed since

they can be characterized in nonmetallic cement-based material such as mortar and concrete. However, they are much affected by

the moisture so that the behaviors of EM properties are to be clearly understood. In this paper, measurements for saturation and

EM properties are performed for cement mortar specimens with five different water to cement (W/C) ratios including basic tests

like compressive strength and porosity measurement. Every saturated specimens are exposed to room condition and the changes

in EM properties caused by decreasing saturation are analyzed. In the saturated condition, higher measurement of EM properties

are evaluated in the specimens with higher porosity, however this relationship is adversely changed with drying process. Since the

pores without filled water causes the decreases in EM properties, the measurements show stable and linear increment with the lower

W/C ratios. Furthermore, the increasing ratios of EM measurements with W/C ratio are shown with saturatio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re deriv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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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다공질 매체로서 공극률을 가지게 되고 노

출환경에 따라 수분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콘크리트 내

의 공극률은 배합조건에 따라 민감하게 결정되며, 양생

방법, 노출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1,2)

 콘크리트에

존재하는 공극률과 수분은 외부의 유해이온 (염화물, 이

산화탄소)이 저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로 침투하

게 되는 주된 통로가 되므로 많은 열화해석 모델에서 주

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3-5)

비파괴 기술 (non-destructive technique : NDT)은 구조물

에 손상을 거의 입히지 않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영역까지도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RC 구조물

(reinforced concrete)의 역학적 또는 내구적 성능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6)
 특히 전자기 특성을 이용한 비파

괴 기술은 콘크리트 손상 및 기포의 탐지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6-8)

 전자기 특성을 콘크리트와 같은 시멘트계

재료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 배경

은 절연성 재료 내에서 전자기 측정값들이 특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9,10)

 이미 다공질 매체를 통과하는 전자기

특성에 대해서는 수분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과 해석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8,11,12)

 배합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

며 단순히 공극률과 포화도의 관계를 이용하여 모델링되

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모델링은 유전상수와 손실계수를

포함하는 복소함수를 이용해야 하므로, 사용이 매우 불

편하다. 

전자기를 이용한 비파괴 연구는 주로 시멘트 재료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기 특성에 대한 연구가
13-17)

 진행되고

있는데, 점차 실제 구조물에 적용하여, 성능변화를 평가

하려는 기법 (non-destructive evaluation : NDE)으로 변화

하고 있다.
7,8,18)

 경화하면서 변화하는 시멘트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해 전자기 특성들이 적용되기도 하였으며,
13,19,20)

최근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콘크리트의 건전성 평가 또

는 경화된 유리섬유와 콘크리트 표면의 박리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0,21,22)

 공극률과 관련지어 콘

크리트의 내구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 역시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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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23-26)

 기존의 연구에서도 포화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나,
27)

 이러한 연구는 단

지 일정시간에서 일정한 포화도를 기준으로 전자기특성

을 평가한 것이므로, 포화도에 따른 전자기특성을 대표

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5가지의 물-시멘트비를 가지는 시멘트 모르

타르 시편에 대하여 공극률과 포화도를 분석하고 각 포

화단계에 따른 전자기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수분

의 변화 또는 물-시멘트비의 변화에 따라 전자기 특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많이 시

도되어 왔으나, 단순한 측정값의 변화만을 도시하고 있

을 뿐 정량적인 배합인자 또는 물리적인 특성치와의 비

교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광대역 주파수를 사용

하지 않았으며, 일정구간의 저주파만 (1 GHz 이하)을 사

용하므로, 주파수 변화에 따른 전자기 특성 (유전상수,

손실계수)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실제로 포화도

는 가장 큰 영향인자인데, 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자기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서로 다른 물-시멘트비를 가진 시멘트 모

르타르 시편을 수중에 침지시킨 후 (20
o
C), 변화하는 포

화도에 따른 전자기 특성을 정량화하였으며, 배합특성인

물-시멘트비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된

전자기 특성과 포화도, 배합특성, 그리고 공극률에 대한

정량적 비교가 수행될 것이며, 이를 이용한 비파괴 연구

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시멘트 모르타르내의 전자기 특성화

모든 절연성 재료는 독립적인 두 가지 변수로 특성화

될 수 있는데 복소 유전율 (ε*)과 복소 투자율 (µ*)로 구

분되어 질 수 있다.
9)
 물체의 유전율과 투자율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개의 독립적인

매개변수가 필요한데, 콘크리트의 투자율은 진공상태의

투자율 (µ0 : 4 × 10
-7 

Henry/meter)과 거의 같게 되므로 복

소유전율 (ε*)은 식 (1)과 같이 나타내어 질 수 있다.
9,10)

ε* = ε' − jε'' (1)

여기서, ε'은 복소유전율의 실수부를, ε ''은 복소전도율의

허수부를, 그리고 을 나타낸다. 진공중의 유전

율 (ε0 : 8.854 × 10
−12 

Farad/m)를 고려하면 식 (1)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2)

여기서, 은 복소비유전율이고, 은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를, 은 손실계수 (loss factor)를 나타낸다. 식

(2)에서 나타난 실수부 허수부 인자는 매우 중요하게 평

가된다. 복소 비유전율의 실수부 ( > 1.0)는 매질 내에

서 어느 정도로 전자기가 흡수되어지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허수부 ( > 0)는 전자기가 매질 내에서 어

느 정도로 소산되어지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전도율

(conductivity : σ )는 복소 비유전율의 허수부를 포함한 함

수로 나타나는데, 식 (3)과 같이 정의되어 진다.
9,28)

(3)

여기서, σ는 전도율 (mhos/m)을, ω는 각속도 (rad/sec)를,

tabδ는 유전체 손실탄젠트 (loss tangent)로서 매질내에서

소산된 에너지와 흡수된 에너지의 비를, f는 주파수 (Hz)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 특성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주파수, 온

도, 습도, 수분함유량, 염화물 이온량, 콘크리트의 배합

비등에 따라 다르게 변화 한다.
8,11)

 전자기 특성

(electromagnetic properties)의 범주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

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전자기 특성은 유전상수

및 전도율에 국한하여 설명하였다.

3. 실험 계획

3.1 실험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보통포틀랜트시멘트를 기본으로 5가지

물-시멘트비를 고려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조하였으

며, 완전히 경화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91일 재령 이

상의 시편을 대상으로 전자기 측정을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배합표를 나타내고 있다. 각

시편은 91일까지 수중양생 (20
o
C) 상태로 존치되었으며,

91일 이후 MIP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실험을 통

한 공극률 평가, 중량측정을 통한 포화도 실험,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한 전자기 측정을 수행하였다. 한

편 재령 4주차에서는 공극률 평가와 압축강도 실험을 수

행하였다. 압축강도 실험을 위해서 100 × 200 mm의 실린

더 시편이 제조되었으며, 전자기 측정을 위해서 50 × 50 ×

50 mm의 육면체 시편이 사용되었다. 전자기 측정을 위

해서는 평면이 용이하므로 육면체 시편을 사용하였다.

j 1–=

εr
* ε ′r jε″r–

ε ′

ε
0

---- j
ε″

ε
0

-----–= =

εr
* ε ′r

ε ″r

ε ′r

ε ″r

σ ε ″ω ε ′rε0 δtan( ) 2πf( )= =

Table 1 Mix proportions of cement mortar

W/C (%)
Cement

(kg/25liter)

fine aggregate

(kg/25liter)

Water

(kg/25liter)

Flow

(mm)

40 8.5 25 3.4 250

45 8.5 25 3.83 280

50 8.5 25 4.25 300

55 8.5 25 4.68 330

60 8.5 25 5.1 36

·Cement : sand = 1 : 3.125

·Physical properties of sand : 

- Specific gravity (2.60 g/cm
3
)

- Absorption (= 1.05%), FM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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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장비의 개요 및 측정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장비는 Agilent 8722ES로서 개방

형 동축선로 측정기 (open ended coaxial probe : OECP)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0.2 ~20 GHz

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으며, 0.4 GHz 간격으로 유

전상수와 전도율을 평가할 수 있다. Fig. 1에서는 본 실

험에서 사용된 장비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2에

서는 측정 장비 및 실험 모습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OECP를 사용한 시스템에서의 보정은 그 특성이 잘 알

려진 매질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측정 전에 25
o
C의 물과 공기에 대해서 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3에서는 물과 공기에 대한 보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정 결과는 기존의 보정 결과와
9,10)

 거

의 일치하는 보정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Fig. 3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험값만을 수록하였다.

4. 포화도에 따른 전도율 및 유전상수

4.1 압축강도 및 공극률 평가

수중양생 4주차 이후에 측정된 압축강도는 Fig. 4와 같

으며 물-시멘트비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전형적인

압축강도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공극률 측정을 위한 MIP

실험을 위해서 Table 2와 같은 조건이 준비되었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재령의 증가에 따라서 모든

시편에 대해서 공극률이 감소하였는데, 재령이 28일에서

91일로 증가함에 따라 공극률은 34~42%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최종적으로 평가된 91일 재령시의 공극률은 4.3

절에서 수행될 전자기 특성과 관련지어 진다. 재령의 증

가에 따라 공극이 감소하는 것은 동일한 배합을 가진 콘

크리트라도 지속적인 수분과 온도의 공급에 따라 시멘트

입자의 수화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내적 및 외적으로

팽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27)

4.2 수분증발량 및 포화도 평가

포화도는 전자기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

Table 2 Conditions for MIP test

Evacuation

pressure

Evacuation time

(min)

Mercury filling

pressure (psia)

Contact angle

(degrees)

Hg surface tension

(dynes/cm)

Hg density

(g/ml)

50 µmHg 5 1.27 130 485.0 13.5512

Fig. 1 Set-up and measurements of OECP
10,26)

Fig. 2 Photos for test

Fig. 3 Results of calibration

Fig. 4 Results for compressive strength

Fig. 5 Changes of total porosity wit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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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포화도 평가를 위해서 시간에 따른 수

분증발량을 측정하였는데, 정육면체 시편 (50 × 50 × 50 mm)

을 수중에서 침지된 상태에서 꺼낸 뒤, 표면의 물을 닦

아내고 바로 중량을 측정하였다. 절건 상태의 시편중량

은 104
o
C 건조로에서 24시간 존치 후 중량을 측정하였

으며, 식 (3)에 의해서 포화도를 계산하였다. 이후 각 시

편은 실내상태 (온도 20~22
o
C, 상대습도 55~60%)에 존

치하였으며, 존치시간 및 각 측정시의 중량이 측정하였다.

(4)

여기서, S는 포화도 (%), Wact는 측정시의 무게, Wsat는

포화상태의 무게, Wdry는 절대건조상태에서의 중량을 나

타낸다. 식 (4)를 통해 도출된 포화도는 시편전체에 대한

포화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표면과 시편 내부의 건조 상

태가 다르므로 전자기 측정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유효

포화도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OECP의

유효깊이는 대략 5 m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8)

 얇은 시

편을 이용할 경우 시편의 제조가 어려우며, 측정시 반대

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편의 포화

도를 측정면의 포화도로 가정하였다. Fig. 6에서는 건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중량변화와 포화도의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물-시멘트비가 높

을수록 공극이 많이 형성되고 그 안에 공극수가 많이 존

재하게 되므로 건조에 따라 중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

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중량차이를 이용한 확산계

수의 평가 또는 공극률 평가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29)

 이

러한 실험 결과는 기존에서 연구된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포화도의 경우 각 물-시멘트비의

경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수

분증발량이 많은 시편은 공극에 따른 자유수를 많이 가

지고 있으므로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해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실제로 배합에 따라서 공극분포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화학적 결합수 및 자유수가 변화하게 된다.
1,2)

 또한

시편의 형태 (비표면적)에 따라서도 수분증발량이 다르

게 평가되므로 이에따라 포화도 역시 다르게 평가될 것

이다. 수분 발산량과 포화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Fig. 5에 측정

된 공극량에 기초한 차이만을 분석하였다.

4.3 전자기 특성 평가

4.3.1 유전율 및 전도율 평가

본 절에서는 서로 다른 물-시멘트비를 가지는 시편에

대하여 측정된 유전상수 및 전도율을 평가하도록 한다.

OPEP를 사용하여, 전자기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

편의 표면이 일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완전치 밀착되

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매우 작은 값이 측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면을 그라인더로 처리하여 표면을 매

끄럽게 하였다. 각 시편은 하나의 면에 대하여 5번을 측

정하였으므로 총 30회에 대한 평균값이 하나의 시편을

대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도율의 경우는 주파수가 커

질수록 증가하고 유전상수의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포화도 100%인 경우와 240시간

경과 후 포화도가 20% 수준인 경우에 대한 전자기 측정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는데, 기존의 실험 결과와 동일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9,10,26,27)

 

Fig. 7에서와 마찬가지로 포화도가 감소함에 따라 유

전상수와 전도율이 매우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0.2 GHz에서 고체상의 수화물 (콘크리트)의

유전상수는 대략 5~8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값은 물

의 유전상수인 78인 경우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다.

콘크리트와 같은 다공성 매체가 물에 포화되어 있을 경

우, 전자기 특성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배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11)

 기존의 실험값에서
11)

 공극률이

0.15이고, 포화도가 100%가 되었을 때 포화도가 0%인 상

태에 비해서 2.4배의 유전상수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면이 포화이상으로 수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

전상수와 전도율은 각각 5배와 10배 이상 증가한 실험

결과를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흥미로운 것은 포화상태에서는 물-시멘트비가 낮은 시

편에서 최소값이 측정되었으나,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물

-시멘트비가 높은 시편에서 최소값이 측정되었다. 그 이

유는 초기상태 (포화상태)에서는 공극률이 큰 시편에 수

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분의 영향에 의하여,

유전상수 및 전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S
Wact Wdry–( )

Wsat Wdry–( )
--------------------------------- 100×=

Fig. 6 Water loss and saturation with W/C ratios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변화에 따른 평균화된 전자기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203

4.3.2 평균화기법을 통한 전자기 특성 평가

1) 물-시멘트비 및 공극률 따른 전자기특성의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분석기는 0.2에서 20 GHz

까지의 전자기적 특성을 연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배합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5~20 GHz 영역의 값을 하나의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 하나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해당하는 측

정값을 이용하여 비교하게 될 경우 오차가 발생하면 전

체적인 경향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측정 영역중 비교적

안정적인 영역 (5~20 GHz)의 38개 측정값의 평균을 도

출한 것이다. 이러한 평균화 기법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시도되었으며, 각 배합특성 또는 역학적 특성과 전자기

특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26,27,30,31)

물-시멘트비의 변화에 따른 평균화된 전자기 특성은

Figs. 8 및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8에서는 유전

상수의 변화를 24시간 이내 (a)와 이후 (b)로 분류하여,

노출시간에 따라 도시하였고, Fig. 9에서는 전도율의 거

동을 24시간 이내 (a) 및 이후 (b)로 분류하여 도시하였

다. 각 배합간의 측정값의 차이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24시간 이후의 값은 로그 스케일로 도시하였다. 건조 후

3시간 이내의 값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며, 그 크기가 건

조에 따라 변화되므로 일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건조 후 수 시간 이내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24시간 경과 후에

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측정값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물-시멘트비가 낮은 배합에서 높은 유전상수 및 전도율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표면이 건조해짐에 따라 높은 전자기 에

너지를 흡수하려는 수분이 없어지면서 공극과 고체 수화

물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Fig. 10(a)에서는 포화도

의 변화에 따른 유전상수의 변화를, Fig. 10(b)에서는 포

Fig. 7 Dielectric constant and saturation with different saturation

Fig. 8 Averaged dielectric constant with W/C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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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의 변화에 따른 전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포

화도가 85% 이하가 될 때 유전상수 및 전도율이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시간 이후의 측정된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평균하면

물-시멘트비에 따른 유전상수 및 전도율의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1에서는 24시간 이후, 건조된 시

편에 대하여 평균화된 전자기 특성을 선형 회귀분석결과

와 함께 나타내었다. 식 (5) 및 (6)은 유전상수 및 전도

율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물

-시멘트비의 증가에 따라서 전자기 특성은 높은 상관성

을 가지며 선형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6)

여기서, AD와 AC는 평균화된 유전상수 및 전도율이며,

w/c는 물-시멘트비 (%)를 나타낸다.

물-시멘트비는 배합시의 인자이므로, 실제로 물리적 의

미를 가지고 있는 공극률과 전자기 특성과의 비교가 필

요하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물-시멘트비의 증가에

따라서 공극률이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극률의

증가에 따라 전자기 특성이 선형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12에서는 평균화된 유전상수 및 전

도율과 공극률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식 (7) 및

(8)에 나타내었다. 도출된 결과 역시 상관성이 높은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8)

여기서, P는 공극률 (%)을 나타낸다.

2) 포화도에 따른 전자기 특성의 변화 분석

포화도의 변화는 전자기 특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AD 0.0455W/C– 5.6551  R
2

,+ 0.97= =

AC 0.0107W/C– 1.035  R
2

,+ 0.89= =

AD 0.1318P– 5.5011  R
2

,+ 0.9048= =

AC 0.0307P– 0.995  R
2

,+ 0.8125= =

Fig. 9 Averaged conductivity with W/C ratios

Fig. 10 Saturation and EM properties
Fig. 11 Relationship between averaged EM properties and 

      W/C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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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인자라고 할 수 있다. 포화도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기 거동을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평균화된 전자기 특성

이 건조 상태에서 가장 크게 평가된 경우 (물-시멘트비

40%인 경우의 값)으로 정규화 시키면 물-시멘트비에 따

른 정규화 된 유전상수를 Fig.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편 Fig. 13에서의 물-시멘트비에 따른 정규화된 유전

상수의 변화비율이 선형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울기는

포화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선형으로 증감을 가정할

경우, 회귀분석 기울기를 포화도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형회귀분석에서도 상관계수 (R
2
)

는 0.60~0.95로 나타났다. 포화상태에서는 물-시멘트비가

높아질수록 유전상수의 값이 크므로 (+)의 기울기를 가

지지만 이후 점차 작아지므로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이 기울기를 포화도에 따라 도시

하면 Fig. 14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회귀분석

결과는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서, YGD는 물-시멘트비의 변화에 따른 정규화된 유

전상수의 기울기, S는 포화도 (%)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포화도에 따라 변화하는

유전상수의 변화비율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동일한 방

법으로 정규화 된 전도율과 물-시멘트비의 관계를 Fig.

15와 같이 도시할 수 있으며, 선형을 가정한 전도율의

증가비율과 포화도의 관계를 Fig. 16에 나타낼 수 있다.

한편, 포화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식 (10)

에 나타내었다.

(10)

여기서, YGC는 물-시멘트비의 변화에 따른 정규화된 전

YGD 728 100 S–( )
0.171

R
2

,– 0.72= =

YGC 0.911 100 S–( )
0.197

R
2

,– 0.865= =

Fig. 12 EM properties and porosity

Fig. 13 Normalized dielectric constant ratios with W/C ratios

and saturation

Fig. 14 Saturation and gradient of W/C ratios for dielectric

constant

Fig. 15 Normalized conductivity ratios with W/C ratios and

saturation

Fig. 16 Saturation and gradient of W/C ratios for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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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율의 기울기, S는 포화도 (%)이다. Figs. 14 및 16에서

포화도가 95%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전체적인 기울기가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변화에 따른 평균화

된 전자기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측정된 전자기특성과

공극률과의 관계 그리고 수분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기 거동은 콘크리트 시편의 특성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

로 평가된다. 다양한 배합을 가진 시편에 대한 적용과

실 구조물에서 채취된 코어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표면의 수분측정 및 공극률 평가를 위한 비파괴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5~20 GHz의 영역에서 측정

된 유전상수 및 전도율을 각각 하나의 값으로 평균

화하였으며, 이를 물-시멘트 및 공극률과 비교하였

다. 전자기 특성은 물-시멘트비 및 공극률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인 감소를 하였는데, 0.81~0.97의 높은

상관성 (R
2
)을 보였다.

2) 실내상태에서 감소하는 포화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기 특성을 평가하였다. 포화

상태에서는 공극이 많은 시편 (물-시멘트비 60%)에

서 전자기특성이 크게 평가되었으나 3시간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물-시멘트비가 낮은 시편에서 전자

기 특성이 크게 평가되었다. 높은 물-시멘트비에 상

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자유수가 건조에 따라 유

전상수 및 전도율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포화도가

85% 이하로 감소할 경우, 측정된 전자기 측정값들

은 일정수준으로 감소하였다.

3) 물-시멘트비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기 특성 변화율

을 도출하였으며, 이 변화율은 포화도에 따라 분석

되었다. 각각의 측정값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수함

수로 도출하였는데, 도출된 결과는 포화도 95% 정

도를 기점으로 물-시멘트비에 따른 전자기 특성 증

가율이 (+)에서 (−)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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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와 같은 비금속성 재료에서 유전상수와 전도율과 같은 전자기 평가는 특성

화 될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기 특성은 수분에 의하여 매우 큰 영향

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전자기 거동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5가지 물-시멘트비를 가지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하여, 포화도 및 전자기 특성 측정이 압축강도와 공극률 평가와 함께 수행되었다. 각각의 포화된 시편은

실내상태에 존치되었으며, 포화도의 변화에 따른 전자기 특성이 분석되었다. 포화상태에서는, 공극률이 높은 시편에서

높은 전자기 특성이 평가되었지만, 이러한 관계는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반대로 평가되었다. 공극수가 없는 공극에서

전자기 특성이 감소되므로, 물-시멘트비가 낮아질수록 안정적이고 선형적인 전자기 특성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물-

시멘트비에 따른 전자기 특성 증가율이 포화도와 함께 제시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핵심용어 : 전자기 특성, 유전상수, 전도율, 공극률, 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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