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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해석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 추정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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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of concrete can be determined nondestructively using impact echo test as pre-

scribed in KS F 2437. The fundamental longitudinal frequency of the concrete cylinders with free-free boundary condition was esti-

mated by the wavelet transform theory. The advantage of the wavelet transform over either a pure spectral or temporal

decomposition of the signal is that the features of the pertinent signals can be characterized in the time-frequency plane. For the

concrete mix design utilized in this study,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ynamic and the static moduli of elasticity was

observed. This was contrary to the perceived general notion of having the dynamic modulu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static

modulus. It has been shown that the modulus from static and dynamic by impact echo test are comparable to each other fairly well,

when the effect of strain level was properly taken into account. In this experimental test, it was shown that the dynamic modulus

is approximately equal to the tangent modulus at 1 × 10
-4
 stra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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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결정에는 KS F 2438 “콘크리트 원

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포아송 비 시험 방법”
1)
에 준

하여 LVDT 및 변형률 게이지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

법을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정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

법은 실험자의 숙련도나 콘크리트 재료의 불균질성 등의

이유로 시험체간의 오차가 비교적 큰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파괴에 의한 시험기법은 고가의 시험장비, 숙련

된 시험기술자, 과다한 시험시간, 고가의 시험비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3)

지반재료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충격반향

기법(impact echo test)을 응용하여 시편의 탄성계수와 감

쇠비를 충격하중에 의한 고유진동수로부터 결정하는 충

격공진시험(impact resonance test)이 개발되어 실무에 적

용되고 있다.
4,5)

 이 시험은 미소변형률 영역에서 동적하

중 재하조건에서의 재료적 감쇠비와 탄성계수를 매우 신

속하고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7)

 지

반재료 분야에서도 과거에는 동탄성계수와 정탄성계수를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정적, 동적 또는 반복재하시험 중

어떠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이 실시되는가에 관계없이 변

형률 크기나 하중반복횟수 등의 변형특성을 고려하면 동

일한 탄성계수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콘크

리트 분야에서는 현재 동탄성계수의 응용에 관하여 시험

자료 해석기법과 세부적인 시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단계이다. 충격반향기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

조물의 유지관리와 평가
8)
에 사용되고 있으며 탄성계수

의 추정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다.
2,9-12)

콘크리트의 충격반향기법 적용에 있어 탄성파신호가

잡음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가 전 시간대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영역의 해석만으로 엄밀

한 신호처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철근과 미세균열

등에 의한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잡음이 과다

하게 포함되어 고유진동수의 추출이 곤란할 수 있다. 이

에 이 연구에서는 충격반향기법에 의한 콘크리트 시험

체의 탄성파 신호분석에 연속 웨이블릿 변환이론
13,14)
을

적용하여 고유진동수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고 동탄성계수와 정탄성계수의 상관관계를 검

토하여 동탄성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 영향요소를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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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연속 웨이블릿변환

특정 시간범위에서 신호 f (t)의 스케일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웨이블릿 변환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13,14)

(1)

여기서, Ψ
*
(t)는 웨이블릿 함수 Ψ(t)의 공액복소함수이고,

a와 b는 각각 웨이블릿의 팽창계수(dilation parameter)와

위치계수(location parameter)이다.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

f (t)를 각각의 스케일에 대응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독

립적인 신호로 세분화한 것으로 다중주파수 신호의 해석

과 이를 통한 신호발생의 물리적 원인분석에 유용한 도

구이다. 웨이블릿 변환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의 특

성과 연관되어 다양한 웨이블릿 함수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웨이블릿 함수는 복소수 웨이블릿과 실수 웨이블

릿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소수 웨이블릿은 모듈(module)

과 위상(phase)의 변환정보를 사용한 신호의 주파수분석

특성에 적합하고 실수 웨이블릿은 신호의 스케일 성분분

리 특성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그러나 적용

신호의 특성에 따라 해상도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웨이블릿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탄성파 분석에 적합한 웨이블

릿 함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부적인 집중도를 가지며

진동과 수렴 특성을 갖는 4개의 웨이블릿을 적용하였다.

식 (2)와 (3)은 각각 Morlet 함수
13)
와 Gabor 함수

13)
이며

중심주파수는 ω0이고 α를 1로 설정하였다. 식 (4)는 2차

미분 가우스 함수
13)
로 실수 웨이블릿이며, 식 (5)는 하모

닉 함수
15)
로 ∆ω를 중심주파수 ω0의 1/3로 설정하였다.

(2)

(3)

(4)

(5)

2.2 충격반향기법 및 동탄성계수

탄성파시험인 충격반향기법은 시험체 표면에 충격하중

을 가하여 발생되는 압축파가 불연속면을 만나게 되면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시험체의 균열면과 철근면의

위치를 추정하거나 탄성계수를 평가하는데 적용된다. 시

험장치 구성이 매우 간단하고, 시험 수행에 숙련된 기술

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수행과 결과해석의 전 과

정이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되는 매우 간편한 비파괴시험

방법이다.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한 충격반향시험 장치의

전체적인 구성은 일반적으로 Fig. 1과 같이 시험체 거치

장치, 충격하중 재하장치, 동적신호 획득센서와 동적신호

측정장치, 그리고 신호처리 장치로 구성된다.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 ED는 KS F 2437 “공명 진동

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 및 동푸아송비의 시험

방법”
16)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구속 압축파의 1차원 전

파이론에 따라 식 (6)으로 계산된다.

(6)

여기서, ρ는 밀도이고, fn은 n차 고유진동수로 이에 대응

되는 파장은 λn이다.

3. 실험연구

3.1 시험체 제작

시험체 제작을 위한 배합설계는 설계기준강도 35 MPa

로 하여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물-시멘트비 0.36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

다. 공시체는 1일의 시차를 두고 총 3회에 걸쳐 실내에서

성형하였으며 각 배치에서 직경 100 mm, 높이 200 mm의

원기둥 공시체를 4개씩 제작하였다. 공시체는 타설 24시

간 후에 탈형하여 28일 동안 수중양생을 하였고, 그 이

T a b,( ) 1

a
-------  f t( )

∞–

∞

∫ Ψ
* t b–

a
----------⎝ ⎠

⎛ ⎞ dt=

Ψ t( )
α
2
t
2

2
----------–⎝ ⎠

⎛ ⎞ iω
0
t( )expexp=

Ψ t( ) 1

2 πα
---------------

t
2  

4α
-------–⎝ ⎠

⎛ ⎞ iω
0
t( )exp=

Ψ t( ) 1 t
2

–( )
t
2

2
---–⎝ ⎠

⎛ ⎞exp=

Ψ t( ) e
i ω

0
ω∆+( )t

e
i ω

0
ω∆–( )t

–[ ]/ i 2 ω∆( )t[ ]=

E
D

ρ  f
n
λ

n
( )2=

Table 1 Mix proportions of concrete (kg/m
3
)

Material Quantity

Water 188

Cement (Type I) 523

Fine aggregate 658

Coarse aggregate 1,005

Fig. 1 Schematic diagram of dynamic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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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총 12개의 시험체가 동일한 습윤생태를 유지하

도록 하여 타설 90일 후에 동탄성계수와 정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Table 2는 각 시험체의 제원과 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계산한 밀도값이다.

3.2 동탄성계수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 측정을 위한 충격반향기법의

적용에 있어 시험조건 변수로는 충격하중 특성과 관련된

쇠구슬 직경, 경계조건과 관련된 시험체 거치조건 등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입력하중은 모든 주파수 성분에서

에너지 크기가 일정한 충격하중이며 가진원의 특성은 쇠

구슬의 직경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주파수 범위가 달라

진다.
8)
 쇠구슬 직경이 작을수록 발생 가능한 주파수 영

역이 확장되지만 충격하중의 에너지 성분이 줄어들어 신

호/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상적인 자유 경계조건을 가장 만족하는 것은 시

편을 공기중에 끈으로 매달고 서로 다른 면에서 가진과

신호측정을 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6)
 그러나 콘크리트

는 지반재료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비교할 때 쇠구슬의

직경, 타격 및 신호측정위치, 시편거치 조건의 영향이 매

우 작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10)

이 시험에서는 자유 경계조건을 가정할 수 있도록 Fig. 2

와 같은 끈을 이용한 지지(hang with straps) 조건을 사용

하였다. 참고문헌
10)
에서 쇠구슬 직경이 증가할수록 측정

되는 고유진동수의 변동량은 작게 결정되고 직경 10~

13 mm가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어 이 시험에서는 직경을

12.65 mm로 하여 시험체 중앙부분을 타격하였다. 각 시

험체별로 15회 내외의 신호를 획득하였는데 신호측정은

PCB 353B15 가속도계와 PCB 480E09 신호안정기를 사

용하였으며, 신호획득은 GRAPHTEC WR1000을 사용하

여 표본주파수(sampling frequency) 200 kHz로 저장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웨이블릿 함수의 결정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 분석에 있어서 신호가 지닌 스

케일 성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

구이지만 먼저 콘크리트 탄성파 신호의 특성에 적합한

웨이블릿 함수를 결정해야 한다. 신호 f(t)는 변환과정에

서 적용된 팽창계수 a의 반복횟수 만큼의 스케일 단위

로 세분화된 신호의 집합으로 분해되며 이를 스케일별로 분

리하여 도시하거나 등고선 지도로 표시할 수 있다. Fig. 3은

시험체 CS11에 시행된 첫 번째 압축파 신호의 시간이력

을 웨이블릿 계수로 변환한 결과로써 등고선 지도로 표

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결과에

서 중심주파수 10 kHz와 신호의 전반부 시간대에서 가

장 큰 웨이블릿 계수가 계산되었다. 해상도가 가장 뛰어

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웨이블릿 계수의 절대 최대

값이 발생한 시간에서의 중심주파수축에 대한 웨이블릿

계수의 분포를 고려하였다. Gabor 함수를 적용한 경우에

서는 분포의 분산값이 0.05이고 Morlet 함수와 하모닉 함

수는 0.06, 가우스 함수는 0.14로 각각 계산되어 Gabor

함수를 적용한 경우에서 중심주파수 10 kHz 부근에 큰

값을 갖는 웨이블릿 계수가 가장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후에 실시되는 신호의 고유진동수를 추

정하기 위한 미세 스케일 해석에서는 Gabor 함수를 사

용하였다.

4.2 웨이블릿 변환에 의한 고유진동수의 추정

연속 웨이블릿 변환이론에서는 스케일 수준이 증가할

수록 웨이블릿 분해함수에 사용된 팽창계수 a의 값이 감

소하고 작은 스케일 단위에 해당되는 분해신호가 추출되

어 일반적으로 원신호에 포함된 고주파 성분과 불연속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13)

 또한, 수준이 감소할수록 분해

신호는 저주파 특성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Level-0을 가장 큰 스케일 단위로 선택하였다. 측정된 가

속도신호의 데이터수는 2000개이고 FFT에 사용된 데이터

수는 2
11
개로 하였으므로 가장 작은 스케일에 해당되는 수

준은 Level-7(중심주파수 62.5 kHz)이다. Fig. 4(a)는 시험

체 CS11에 시행된 첫 번째 압축파 신호의 시간이력을

Table 2 Properties of concrete specimens

Concrete

specimen

Diameter

(mm)

Length

(mm)

Mass

(kg)

Density

(kg/m
3
)

CS11 99.78 200.57 3.709 2430.6

CS12 101.23 200.14 3.812 2430.1

CS13 100.19 200.43 3.804 2461.1

CS14 100.51 201.64 3.871 2470.3

CS21 99.13 200.38 3.765 2461.0

CS22 100.81 201.09 3.834 2448.5

CS23 99.71 201.19 3.804 2493.5

CS24 101.13 201.24 3.904 2468.2

CS31 100.44 200.64 3.828 2468.3

CS32 100.47 200.16 3.855 2468.5

CS33 99.91 201.12 3.751 2422.1

CS34 100.96 201.62 3.937 2495.1

Fig. 2 Specimen support condition in dynam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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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변환한 결과로서 웨이블릿 계수의 절대값을 정

규화하여 각 수준별로 도시하였다. Fig. 4(a)의 결과에서

중심주파수 7.8 kHz에 대응되는 Level-4의 웨이블릿 계

수가 전 시간대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신호의 경우에는 Level-4를 미세

스케일값으로 분해하여 시험체의 고유진동수를 평가하였

다. Fig. 4(b)는 Level-4를 10개의 미세 스케일값으로 분

해한 경우이고, Fig. 5에 나타낸 1차 고유진동수값은 200

개의 스케일값으로 분해하여 평가하였다. 각 시험체별로

평가된 Fig. 5의 고유진동수를 평균하여 Table 3에 나타

내었다.

4.3 정탄성계수의 추정

콘크리트의 정탄성계수, Es는 KS F 2438에 따라 콤프

레소미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정탄성계수는 변형률 50 × 10
-6
에 대응하는 응력점과

극한하중의 40%에 대응하는 응력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

울기인 현탄성계수(chord modulus)로 계산된다. 이 연구

의 목적은 동탄성계수와 정탄성계수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탄성계수의 다른 평가방법인 접선탄성

계수(tangent modulus)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 실험에서

적용한 접선탄성계수의 계산방법은 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력-변형률 곡선의 초기에 기록되는 미소한 요철

면을 제거하기 위하여 변형률 50 × 10
-6
 미만의 응력점은

Fig. 3 Time-frequency map of wavelet coefficients for sample

time-history

Fig. 4 Spike plot of wavelet coefficients for sample tim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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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극한하중의 40%에 대응하는 응력점 이하의 응

력-변형률 자료를 최소자승법에 따라 2차식으로 접합하

여 평가하였다. 전술한 두 응력점에 대응되는 응력과 변

형률 값은 평가한 2차식에 대입하여 구하였으며 두 점

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정탄성계수로 하고 각 변형

률 값에 대응되는 접선탄성계수는 2차식을 미분하여 계

산하였다. Fig. 6은 12개의 시험체에 대한 응력-변형률

측정자료를 나타낸 것으로 접선탄성계수를 계산하기 위

한 2차식을 함께 도시하였다.

4.4 정탄성계수와 동탄성계수의 관계

각 콘크리트 시험체의 동탄성계수는 Fig. 5의 고유진

동수와 Table 2의 수치를 이용하여 식 (6)으로 계산하고

정탄성계수는 4.3절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

른 각 탄성계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시험체 CS24의

경우에 정탄성계수가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Fig. 6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극한하중의 40%에 대응하는 응력점 부근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심하게 변동하는 측정값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 후 결과값의 계산에서는 시험체 CS24

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Fig. 7(a)는 정탄성계수와 동탄성계수의 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71.9%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탄성계수

가 정탄성계수보다 최대는 17%이고 평균은 9.8%로 크

게 평가되었다. 이 실험에서 동탄성계수가 정탄성계수보

다 크게 나타난 것은 여러 연구자의 결과
9)
와 같으나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이값 20%~40%의 수치보다는

작은 결과를 보였다. Fig. 7(b)는 초기 접선탄성계수와 동

탄성계수의 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상관계수가 69.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탄성

계수가 초기 접선탄성계수보다 최대는 7.3%이고 평균은

2.8%로 작게 평가되었다. 즉, 동탄성계수는 정탄성계수

와 초기 접선탄성계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용하중이 재하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콘크리

트 구조물 거동해석에서 초기 접선탄성계수를 콘크리트

탄성계수로 대표할 수 있다면 동탄성계수를 대신 사용하

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s. 8과 9에서는 이 실험에서 실시한 정적시험 결과

를 사용하여 접선탄성계수를 변형률 크기와 압축강도에

대한 응력비의 크기에 따라 곡선으로 나타내고, 이와 함

께 충격반향기법에서 결정된 동탄성계수의 위치를 표시하

였다. 이에 따르면 동탄성계수는 평균변형률 1.04 × 10
-4
와

평균응력비 8.35%에서의 접선탄성계수와 같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Fig. 5 Fundamental frequencies of concrete specimens

Table 3 Frequencies and moduli of concrete specimens

Concrete

specimen

Compressive

strength (MPa)

Fundamental

frequency (Hz)

Dynamic modulus,

ED (GPa)

Static modulus, ES (GPa)

Chord modulus ED/ES Initial tangent modulus ED/ES

CS11 43.2 9999.0 39.1 33.4 1.17 38.3 1.02

CS12 39.5 9987.4 38.8 36.8 1.05 41.9 0.93

CS13 44.8 10079.5 40.2 35.0 1.15 39.8 1.01

CS14 45.4 9930.1 39.6 36.0 1.10 39.8 1.00

CS21 44.6 10209.1 41.2 38.9 1.06 44.3 0.93

CS22 45.0 10052.7 40.0 37.0 1.08 42.0 0.95

CS23 45.8 9939.2 39.9 35.2 1.13 39.6 1.01

CS24 48.1 10154.5 41.2 43.4 0.95 49.5 0.83

CS31 44.5 10232.4 41.6 38.0 1.09 42.5 0.98

CS32 55.9 10181.0 41.0 38.6 1.06 43.7 0.94

CS33 47.5 9939.3 38.7 35.6 1.09 40.0 0.97

CS34 53.8 10055.0 41.0 37.8 1.09 42.8 0.96

Mean 46.4 10055.0 40.1 36.6 1.10 41.3 0.97

Standard deviation 4.65 110.36 1.00 1.69 0.0374 1.94 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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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strain curves of concrete specimens

Fig. 7 Correlation of static modulus and dynam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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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충격반향기법에 의한 콘크리트 시험체

의 탄성파 분석에 연속 웨이블릿 변환이론의 적용하여

동탄성계수를 평가하였으며 정탄성계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충격반향기법으로부터 효과

적이고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탄성파 신

호분석에 있어서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가 지닌 스

케일 성분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2) 콘크리트의 탄성파 분석에 적합한 웨이블릿 함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4개의 웨이블릿을 적용하였으며

Gabor 함수를 적용한 경우에서 해상도가 가장 뛰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 실험에 의한 정탄성계수와 동탄성계수의 상관계

수는 71.9%이고 동탄성계수가 정탄성계수보다 최대

는 17%이고 평균은 9.8%로 크게 평가되었다.

4) 초기 접선탄성계수와 동탄성계수의 상관계수는 69.8%

이고 동탄성계수가 초기 접선탄성계수보다 최대는

7.3%이고 평균은 2.8%로 작게 평가되어 동탄성계

수는 정탄성계수와 초기 접선탄성계수 사이에 존재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정적시험과 충격반향기법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를

각각 변형률 크기와 압축강도에 대한 응력비의 크

기에 따라 비교할 때 동탄성계수는 평균변형률 1.04 ×

10
-4
와 평균응력비 8.35%에서의 접선탄성계수와 같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충격반향기법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콘크리트 배합

비와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고려한 동탄성계수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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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는 KS F 2437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탄성파 비파괴시험인 충격반향기법에 따라 측정

할 수 있다. 자유단 경계조건에서의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종방향 고유진동수를 웨이블릿 변환이론을 적용하여 평가

하였다. 웨이블릿 변환은 순수한 스펙트럼 해석뿐만 아니라 시간영역에서의 분해신호를 추출하는데 있어 시간-주파수

공간에서의 실제 신호형상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실험에 적용된 배합비를 갖는 콘크리트의 경우에 동탄성

계수와 정탄성계수의 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충

격반향기법에서 결정된 동탄성계수와 정적시험에서 결정된 정탄성계수는 변형률 정도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비교적 서

로 잘 일치하며 이 실험에서의 동탄성계수는 평균변형률 1.04 × 10
-4
에서의 접선탄성계수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웨이블릿 해석, 탄성계수, 충격반향기법, 동탄성계수,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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