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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및 감쇠비 결정에 대한 충격공진시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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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uli of concrete has been determined by various testing methods. The impact resonance (IR) method has

been shown to be truly a simple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 which produces consistent result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not

only the modulus but also damping ratio from the IR test. However, the values of elastic modulus and damping ratio of concrete

from the test is known to be affected by various test conditions including, specimen support condition, impact steel ball size and

sampling rate. In this study, the optimum IR test conditions are suggested and validated experimentally.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recommended test conditions yielded a variation of resonant frequency within ±0.3% and damping ratio ±10.0%. In addi-

tion,  the modulus from the IR test was  comparable to that from a static test when the effect of strain amplitude was properly taken

into account.

Keywords : impact resonance test, concrete, resonant frequency, elastic modulus, damping ratio

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평가를 위해 다양한 비

파괴 시험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1,2)

 현재 활용되고 있는

비파괴 기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반발경도법, 초음파

기법, 성숙도(maturity) 기법, 탄성파 기법 등이 있다.
3)
 탄

성파를 이용한 기법으로는 표면파기법(SASW) 및 충격

반향기법(IE, impact echo)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부재의 두께와 탄성계수를 동시에 평가하

는 장점이 있으나, 엄밀한 탄성계수 결정에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법은 KS F

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방법”에 준하여 LVDT 및 변형률게이지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정탄성계수를 측

정하는 방법은 실험자의 숙련도나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의 불균질성 등의 이유로 시험체간의 오차가 비교적 큰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파괴에 의한 시험기법은 고가

의 시험장비, 숙련된 시험기술자, 과다한 시험시간, 고가

의 시험비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4)

시편의 탄성계수와 감쇠비를 충격하중에 의한 공진주

파수로부터 결정하는 충격공진시험(IR: impact resonance

test)이 개발되어 지반재료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적용

되고 있다. 특히 충격공진시험은 미소변형률 영역에서 동

적하중 재하조건에서의 재료적 감쇠비를 매우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충격

공진 실험기법은 시험장치 구성이 매우 간단하고, 시험

수행에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수행

과 결과해석의 전 과정이 불과 몇 분 내에 완료되는 매

우 간편한 비파괴시험 방법이다.
5)
 충격공진시험은 시편

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시간영역 응답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주파수 영역으로 신호를 변환하여 해석하는 기법이

다. 이 실험기법의 원리는 충격반향기법과 매우 유사하

나, 경계조건이 명확한 공시체에 대하여 수행함으로써 미

소변형률 영역에서의 탄성계수와 감쇠비를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반공학 분

야에서는 이러한 시험기법을 자유단공진주시험(free-free

resonant column)이라고 칭하며 지반의 미소변형률 영역

의 탄성계수와 감쇠비를 평가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6-8)

 그러나 아직까지는,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시험자료 해석기법과 세부적인 시험조건이 표준화 되어

있지 못한 단계이다. 따라서 충격공진시험을 보다 보편

적인 시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영향요소

들을 평가하여 최적의 시험기법 정립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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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시편에 대한 충격공진시험에

서 충격하중의 타격위치, 시편 거치조건, 충격하중원의

특성, 신호획득 속도, 신호처리기법 등의 영향요소를 평

가하여 최적의 시험조건을 제시하며, 시험 결과로부터 콘

크리트에 대한 최적의 충격공진시험 조건 설정, 콘크리

트의 동적 감쇠비 특성, 전체 변형률 영역에서 탄성계수

결정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 연구

2.1 목적 및 실험변수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충격공진시험 장치의 전체적인

구성은 Fig. 1과 같이 시편 거치 장치, 충격하중 재하장

치, 동적신호 획득센서와 동적신호 측정장치(dynamic

logger), 그리고 신호처리 장치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충격공진시험의 시험조건 변수로는 i) 충격하중

특성과 관련된 쇠구슬 직경, ii) 경계조건과 관련된 시편

거치 조건, 그리고 iii) 신호획득 속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충격공진시험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아무런

지지없이 공기중에 완전한 자유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지

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편을 어떠

한 형태로던 거치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은 4종의 거치 조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Fig. 2(a)는

공기 중에 끈으로 시편의 1/3 지점을 지지하여 메달아 놓

은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6,9,10)

이러한 지지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면에서 충격과 신호측

정이 가능하고, 동일한 면에서 충격과 신호측정을 수행

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

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2(b)는 강재의 거치대 위에

시편을 수평으로 놓은 경우이고, Fig. 2(c)는 특별한 거

치대를 사용하지 않고 시험용 목재 테이블 바닥에 직접

수평으로 거치 한 것이다. Fig. 2(d)는 시험용 테이블 바

닥에 시편을 수직으로 놓은 것으로 동일면에서 충격과

신호측정을 수행하였다.

충격공진시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입력하중은 모든 주

파수 성분에서 에너지 크기가 일정한 충격하중이다. 가

Fig. 1 Schematic diagram of IR setup

Table 1 Testing variation in IR tests for evaluation of effects on

the test result

Test parameters Test conditions

Support condition

Hang with straps horizontal on sup-

port frame horizontal on floor ver-

tical on floor

Ball diameter (mm) 15.8, 14.3, 12.7, 11.0, 8.7

Sampling rate (µs) 1, 2, 4, 8, 10, 20

Fig. 2 Specimen support conditions in I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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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의 특성은 쇠구슬의 직경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주

파수 범위가 달라진다.
1)
 쇠구슬 직경이 작을수록 발생

가능한 주파수 영역이 확장되지만, 직경이 감소함에 따

라서 가해지는 충격하중의 에너지 성분이 줄어들어, 결

과적으로 신호/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경 8.7 mm부터 15.8 mm

사이의 5종의 서로 다른 쇠구슬을 사용하여 충격하중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충격하중에 의한 응답을 시간영역에

서 가속도 신호로 측정한다. 이때 측정되는 신호의 시간

간격은 주파수 영역에서 공진주파수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빨라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1 µs에서 40 µs 사이에서 신호획득 속도(sampling rate)를

변화시켰다. 

2.2 시편 제작

충격공진시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콘크리트 시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

적은 충격공진시험에서 시험조건의 상대적인 영향 정도

평가에 국한하였으므로 목표강도를 얻기 위한 배합설계의

수정과 절대값의 비교 대상이 되는 시험은 별도로 수행하

지 않았다. 직경 100 mm, 높이 200 mm의 원기둥 공시체

를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

법”에 의하여 물-시멘트비를 50%에서 30%까지 변경시켜

6종의 공시체로 제작하였고 28일 수중양생 후 압축강도

20~60 MPa 범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3 실험 방법

Fig. 1과 같은 시스템에서 충격하중은 일반적으로 쇠

구슬(steel ball)을 사용하여 발생시킨다. 이때 충격하중에

의한 시편의 응답은 수만 Hz 범위에 있어 신호의 획득

은 가속도계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격하중을 시편에 재하하여 Fig. 3과 같이 측정된 시

간영역의 응답을 FFT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주

파수 영역신호(주파수 반응곡선)를 얻게 된다. 이러한 주

파수 반응곡선으로부터 공진주파수와 감쇠비를 얻을 수

있으며, 탄성계수는 공진주파수로부터 결정된다.

충격하중원은 쇠구슬을, 신호측정은 PCB 353B15 가속

도계와 PCB 480E09 신호안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신호

획득은 GRAPHTEC WR1000, 시간영역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의 전환과 공진주파수 및 감쇠비의 결정은 제작

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충격공진시험의 반복성에 대한 평가

충격공진시험에서 합리적으로 공진주파수와 감쇠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의 Fig. 3과 같은 결과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의 조건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저주

파 영역에서 과대한 에너지를 갖는 경우, 공진주파수 이

후의 고주파 영역에서 과대한 에너지를 갖는 경우, 저주

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 모두에서 과대한 신호를 갖는 경

우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의 오류가 포함된 신호를 획득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

 이러한 실험적 오류의 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가속도

계와 시편간의 불완전한 접촉, 충격하중 재하시 입력신

호 자체의 불규칙한 오류, 시험 시스템의 전기적 잡음,

연속적인 충격하중 재하과정에서 시편의 미세한 운동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시험조건에서 이상적인 형태에 부

합되지 못하는 주파수영역 신호는 결과 해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회 충격하중 타격에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수초에 불과하고, 15회 정도 타격하면 10개 이상의 우수

한 신호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15회 타격에는 소요되는

시간은 30초 이내였다. 따라서 시험 횟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시험 소요시간의 증가는 미미하여 충격공진시

험의 간편성은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3.2 쇠구슬 직경의 영향

 쇠구슬 직경에 따라 결정된 공진주파수와 감쇠비 변

화를 6종의 공시체에 대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적용된 쇠구슬의 직경 변화 범위

에서 쇠구슬 직경의 영향은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시편의 강도 및 강성도(공진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쇠비가 작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

소변형률 영역에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감쇠비는 0.4~0.6%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감쇠비가 매우 큰 아스팔

Fig. 3 Typical signal in IR test and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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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콘크리트의 경우와 같이 공진주파수에 대한 감쇠비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해석기법
5)
은 불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충격공진시험의 실험조건에 대한 각각의 영향요소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결정되는 물성치의

변동량(%, variation)을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식 (1)

에 나타낸 변동량은 영향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의 상대적인 변동량을 나타낸 것으로, 변동량이 작을

수록 해당요소의 영향이 매우 작음을 나타낸다.

쇠구슬 직경에 따른 변동량을 Fig. 5에 나타내었다. 평

균적으로 공진주파수 결정에 있어서는 ±0.18%, 감쇠 결

정에 있어서는 ±6.0%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구슬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측정되는 공진주파수의 변

동량은 작게 결정되고, 감쇠비의 경우는 크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편의 강도와 무관

하게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쇠구슬

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저주파 영역의 에너지 성분이 크

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 변화의 정도

가 매우 작아(최대 ±6%) 공학적으로 쇠구슬 직경에 대

한 영향은 무시할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쇠구슬을 지

나치게 큰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차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경 10~13 mm 정도의 쇠구슬을 사용하는 것

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시편경거치조건 영향

쇠구슬의 직경을 12.65 mm로 단일화하고, 앞에 언급한

네 가지 시편 거치조건 및 시편을 공기 중에 끈으로 매

달고 동일면에서 가진과 신호측정을 한 경우에 대한 공

진주파수 및 감쇠비의 변동량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변

동량은 공진주파수 결정에 있어서는 ±0.13%, 감쇠비 결

정에 있어서는 ±9.0%로 나타났다. 변동량이 10% 이내로

작아 어떠한 시편 거치조건을 적용하여도 신뢰성있는 충

격공진시험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격공진시험의 가장 이상적인 거치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시편을 공기중에 끈으로 매달고 서로 다른 면에서

가진과 신호측정을 하는 경우다. Fig. 6에서 보듯이 이러

한 경우(Fig. 6의 straps 조건)의 변동량이 작았다(공진주

파수, ±0.11%; 감쇠비, ±4.1%). 한편, 공기중에 시편을 끈

으로 매단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면에서 가진과 신호측정

을 하는 경우(Fig. 6의 straps-edge 조건)에는 변동량이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편의 중앙부분에 정밀한 가진을

Fig. 4 Variation of resonant frequency and damping ratio with

ball size

변동량(%) =
평균값 −측정값

× 100 (1)
평균값

Fig. 5 Variation of resonant frequency and damping ratio with

ba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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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상적인 자유 경계조건

을 다소 구속하는 경우(Fig. 6에서 frame, floor-hor, floor-

ver 조건)에는 변동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신호획득 속도(sampling rate)의 영향

저장하는 신호의 개수를 2,000개로 동일하게 사용한 경

우, 신호획득 속도에 따른 시험 결과를 Fig. 7에 나타내

었다. 신호획득 속도가 40 µs 이상의 느린 경우에는 신

뢰성 있는 결과 획득이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신호획득

속도가 측정 가능한 주파수 영역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신호획득 속도를 지나치게 느리게 할 경우 공

진주파수를 포함하는 주파수 영역 범위의 신호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Fig. 7을 살펴보면, 공진주파수 결정

에 있어서는 신호획득 속도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쇠비 결정에 있어서는 신호획득 속도에 따

른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Fig. 8은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동일한 신호의 수를 저

장)하는 경우 신호획득 속도에 따라 획득되는 시간영역

신호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하

여 신호를 획득하는 경우 신호획득 속도가 증가할수록

측정되는 신호의 시간 길이는 줄어든다. Fig. 8(a)와 같

이 신호획득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충격하중 신호

의 전체부분을 충분하게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 주파수반

응곡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빠른 신호획득 속

도로 신호를 얻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수의 신호를 저

장하여, 충격 가진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길이의 시간

영역 신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충격 가진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길이의 시간영역

신호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메모리를 사용하여 해

석에 적용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b)에 보

듯이 신호획득 속도가 빠른 경우에도 매우 안정적인 감

쇠비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호

획득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영역 신호를 얻

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Fig. 9의 결과를 변동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신호획득 속도의 영향은 공진주파수 결정에 있어서는

±0.6%, 감쇠비 결정에 있어서는 ±10.0% 이내의 변동 범

위에 들었다.

3.5 충격공진시험을 적용한 콘크리트 비선형 탄성계수

결정 가능성 평가

충격공진시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는 미소변형률 영역

의 값으로 일반적인 정적시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충격공진시험과 같이 동적시험

Fig. 6 Variation of resonant frequency and damping ratio with

support conditions
Fig. 7 Effects of sampling rate of resonant frequency and

damp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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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를 동탄성계수라 칭하고, 정탄성계

수와 차별하여 고려한다.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동탄성

계수와 정탄성계수의 상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4,12,13)

지반재료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동탄성계수와 정탄성계

수를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정적, 동적 또는 반복재하

시험 중 어떠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이 실시되는가에 관

계없이 변형특성(평균주응력, 변형률 크기, 하중주파수,

하중반복횟수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탄성계수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14-16)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재료에 있어서, 충격공진시험

에 대한 미소변형률 영역에서 결정되는 탄성계수와 정적

시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를 변형률 크기를 고려하여 비

교하여 보았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정적 탄성계수는 KS

F 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포아송

비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시편의 변형측정

은 Fig. 11과 같이, 콘크리트 공시체용 LVDT를 적용하

는 방법과 시편에 변형률계를 부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

다. 시편은 배합강도 30 MPa 시편을 사용하였고, 하중재

하는 UTM을 사용하였다.

Fig. 12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정적시험과 충격공진시

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를 변형률 크기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변형률 크기 0.01%(1 × 10
-4
)이하에서는

정적시험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탄성계수 결정이 어려웠

다. 이러한 원인은 측정센서 자체의 한계 보다는 시편과

측정시스템 사이의 다양한 적합성 오차(system compliance)

Fig. 8 Typical time domain signals with sampling rate using

limited number of sampling data

Fig. 9 Variation of resonant frequency and damping ratio with

sampling rate

Fig. 10 Variation of resonant frequency and damping ratio with

samp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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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어진 자료에 국한하여 평가하면, 콘크리트의 탄성계

수는 변형률 크기 0.05 이하의 범위에서는 선형거동을

보이다가, 변형률 크기가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탄성계수

가 감소하는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충

격공진시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는 정적시험에서 결정된

미소변형률 영역에서의 탄성계수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

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에 대한 충격공진시험의 영향

요소를 평가하여 최적의 충격공진시험 조건, 시멘트 콘

크리트의 감쇠비 특성, 전체 변형률 영역에서 탄성계수

결정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세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시멘트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감쇠비를 충격공진

시험으로부터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충격공진시험에서 쇠구슬의 직경, 타격 및 신호측

정위치, 시편거치 조건, 신호획득 속도의 영향은 매

우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진주파수에 있어서는 변

동량이 ±0.3% 이내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감쇠비에 있어서는 변동량이 ±6.0% ~ ±10.0%

로 나타났다. 시험의 편의성과 시편 안정성을 고려

한다면 직경 10 mm 내외의 쇠구슬, 시편 중앙 부분

타격 및 신호획득, 공기 중에 줄을 이용해 매달아

놓은 상태, 10~30 µs 사이의 빠른 신호획득 속도 조

건이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충격공진시험 조건으로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빠른 신호획득 속도를 적용하는 경우 충분한 가진

하중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길이의 시간영역 신

호획득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4) 충격공진시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는 정적시험에서

결정된 미소변형률 영역에서의 탄성계수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보다 엄밀한 시험이 수행된다면 충격공진시험과 시

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비선형성을 결합하여 전체

변형률 영역의 탄성계수 평가방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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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결정을 위해 다양한 시험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충격공진시험(IR: impact resonance test)

은 비파괴시험으로서 간편한 시험장치와 단순한 시험방법이며 반복성이 뛰어나다. 또한 충격공진시험은 탄성계수 뿐만

아니라 감쇠비 결정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콘트리트 시편에 대한 충격공진시험의 다양한 영향요소(시편거치 방법, 충

격하중원의 특성, 신호획득 속도 등)를 평가하고 최적의 시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모든 시험조건 범

위에서 충격공진시험에서 측정된 결과의 변동량은 공진주파수 결정에 있어서 ±0.3%, 감쇠비 결정에 있어서 ±10.0%로

나타났다. 충격공진시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와 정적시험에서 결정된 탄성계수를 변형률 크기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비

교적 서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충격공진시험, 콘크리트, 공진주파수, 탄성계수, 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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