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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과 탄성파를 이용한 암석 및 콘크리트 균열특성분석

최영철*, 김진섭, 박태진, 김건영

Analysis for the Crack Characteristics of Rock and Concrete 

using Strain and Elastic Wave

Young Chul Choi*, Jin Seop Kim, Tae Jin Park, Geon Yo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rack characteristics by performing the compression test of 

the rock and concrete specimens. The experiments are carried out by using strain sensors which can measure length 

change and the AE sensor which can detect the elastic wave from the crack. The crack volumetric strain calculated 

from measured strain is shown in different shape on the rock and the concrete specimens. This is because the 

specimens have a different degree of brittleness. However, the crack volumetric strain associated with the fracture 

and damage was similar to accumulated AE energy of the two specimens. This means that the AE sensor can assess 

damage in real time without damaging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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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암석 및 콘크리트 시편의 압축실험을 통해 균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길이의 변화를 측정하

는 변형률센서와 균열에 의해 발생한 탄성파를 측정하는 AE 센서를 시편에 부착하여 동시 측정함으로써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시편의 변형률로부터 계산된 균열체적변형률은 암석과 콘크리트 시편에서 다른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재료의 취성정도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파괴 및 손상도와 관계되어 있는 균열체적

변형률은 두 개의 시편결과가 유사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AE 센서를 통해 측정한 시편의 누적 균열 

신호에너지가 변형률센서로 예측한 균열체적변형률과 매우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AE 센서로도 

구조물의 손상없이 실시간으로 손상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어 암석, 콘크리트, 균열, 손상도, AE 센서

1. 서 론

과거 사회구조의 고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사회기

반시설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고층빌딩,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한 터널, 교량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물의 시공 및 유지 과정

에서 구조적 결함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안전

진단 및 유지보수 분야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2년 일본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잇는 주오고속도로

의 터널 천장이 붕괴되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

다. 또한 2012년 한국에서는 건설 중인 봉화터널이 붕

괴하여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일본 주오고속도로의 경우 사고 발생 3개월 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조물의 붕괴는 대부분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

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구조물의 균열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육안 검

사, 파괴검사, 그리고 비파괴검사 방법 등이 있다. 육안 

검사는 사람의 눈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신뢰성이 떨

어지는 단점이 있다. 파괴검사의 경우 구조물의 샘플을 

채취하여 강도 등 재료 물성치를 측정함으로써 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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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구조물에 손상을 주는 단점이 있다. 그리

고, 비파괴검사는 탄성파, 적외선, X-선 데이터 등을 사

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넓은 구역을 검사하는 것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균열 특성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암석 및 콘크리트의 일축압축 실험을 통

해 균열 특성을 분석하고 손상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기존의 일축압축 실험은 변형률 센서로 변형

률만 계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 뿐만 아니라, 

AE(Acoustic emission)센서를 부착하여 균열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였다.

2. 일축압축 실험 

2.1 암석 시편 제작

암석시편을 만들기 위하여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에서 Fig. 1(a)와 같이 시추를 통해 화

강암 암석 코어를 취득하였다(Fig. 1(b)참조). 암석 코

어 시편을 압축실험하기 위해 가공이 필요한데, 우선 

코어를 Fig. 2(a)와 같이 커팅을 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최종적으로 Fig. 3과 같이 암석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

편은 높이가 114.8 mm이고, 직경이 50.8 mm인 원통형

으로 제작하였다. 이때 편평도는 0.02 mm 이하이고 직

각도는 0.02 radian이하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a) (b)

Fig. 1. Coring rock samples (a) Picture of coring and (b) cored rock samples

(a) (b)

Fig. 2. Rock sample molding (a) Cutting, and (b) policing

(a) (b)

Fig. 3. The rock specimens (a) specimen #1, and (a) 

specim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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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콘크리트 시편 제작

콘크리트 시편은 숏크리트 및 그라우팅 시공시 사용

되는 초속경시멘트(쌍용시멘트)를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 Fig. 4는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우선 시멘트-물을 42.5%의 배합비로 혼합하였

으며, 이때 응결조절제 비율은 0.03%이다. 혼합된 시멘

트를 Fig. 4(b)와 같이 주형틀에 주입하여 약 2시간 동

안 건조를 시켰다. 주형틀에서 탈형 후 공기 중에서 2일

간 양생 시킨 후 연마를 통해 Fig. 5와 같이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높이 98.9 mm이고, 직경이 50.0 mm인 원통

으로 제작하였다. 암석 시편과 같은 크기로 제작하려고 

했으나, 콘크리트 주형틀의 높이 제한으로 높이가 조금 

작게 제작되었다. 시료는 편평도 0.02 mm 이하, 직각도 

0.02 radian 이하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2.3 실험장치

본 논문에서는 암석의 일축압축 실험을 통해 암석 및 

콘크리트 균열에 의한 신호를 기존의 방법인 변형률 센

서와 AE 센서로 측정된 신호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Fig. 6과 같이 변형률 측정 센서 및 균열 신호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두 신호를 측정할 수 있

도록 실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일축압축 시험장비는 Fig. 7과 같이 경도제품(model 

(a) (b)

(c) (d)

Fig. 4. Production process of the concrete specimens. (a) agitation, (b) injection to forms, (c) removal of forms, and (d) 

grinding/curing

(a) (b)

Fig. 5. The final concrete specimens (a) specimen #1, and 

(a) specim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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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200)을 사용하였고, 축방향 및 원주방향 변형률 

측정 센서로 Fig. 8(a) 및 (b)와 같이 Epsilon사의 변형

률 센서를 사용하였다. 변형률 센서의 신호는 Fig. 8(c)

에서 보여주듯이 KYOWA사의 UCAM-20PC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균열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AE 센서를 사용하였는데, 

시편 크기를 고려하여 Physical Acoustic Corporation

사의 NANO 30 센서 8개를 Fig. 9와 같이 설치하였다. 

이때 균열 신호는 500 kHz 샘플링 주파수로 취득하였다.

Fig. 10은 암석 및 콘크리트 시편의 압축실험 후 파괴

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a)

(b)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analyzing crack characterization. 

The setup can measure stress-strain and the crack 

signal simultaneously. (a) Schematic diagram(장보안 

외, 2010) and (b) picture of experimental setup

Fig. 7. Compression tester (model KDU-200)

(a)

(b)

(c)

Fig. 8. Stress-strain sensor. (a) Axial strain sensor (Epsilon/ 

model 3542RA2), (b) Circumferential direction strain 

sensor(Epsilon/model 3544), and (c) Data logging 

device (KYOWA/model UCAM-2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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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축압축 실험 결과

3.1 변위측정결과

Fig. 11은 변형률 센서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 붉은 선은 체적변형률(Volumetric strain)을 

의미한다. 체적변형률 은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축방향 변형률(, Axial strain)과 횡방향 변

형률(, Lateral strain)의 함수로써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되어 질 수 있다.(Lajta et al., 1986,  Eberhardt et 

al., 1998)

   (1)

Fig. 11(a)의 암석 시편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4

3

2

1

5

7

8

Y
 a

x
is

X axis
Z a

xis

6

(a) (b)

Fig. 9. (a) The picture of AE sensor for detecting crack signal (Physical Acoustic Corporation/model NANO 30), and (b) 

the location of AE sensor at the specimen

(a) (b)

Fig. 10. The picture of (a) the rock specimen and (b) the 

concrete specimen after compression test

(a)

(b)

Fig. 11. The result of uniaxial compression test using strain 

sensors for (a) the rock specimen and (b) the 

concret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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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0 MPa에서 파단이 이루어지며 파괴시점에서 변

형률이 비연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 실험결과인 Fig. 11(b)에서 약 58 MPa 

지점에서 파단이 발생하는데, 암석 시편과는 달리 파괴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접선 영률(순간기울기)이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시편의 시험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응력

-체적변형률 곡선에서 곡률의 방향에 있다. 암석 시편

일 경우 파괴시점 전까지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체적 

변형률의 접선 영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Fig. 11(a)

와 같이 응력-체적변형률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 시편일 경우 응력이 증

가함에 따라 체적변형률의 접선 영률이 점점 증가하여 

응력-변형률 곡선이 위로 볼록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Fig. 11에서 관찰한 각 시편이 파괴될 때까지의 체적

변형률과 균열 발생에 의한 손상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체적변형률은 다음식과 같

이 탄성 체적변형률 
와 비탄성 체적변형률 

의 합으

로 표현할 수 있고, 

  



  (2)

탄성 체적변형률은 다음식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여기서, 는 포아송비, 는 축방향 응력, E는 탄성계수

를 의미한다. 식 (3)을 식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이 비탄성 체적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고,(Cayol 

et al., 1997)



  


  



 (4)

식 (1)을 식 (4)에 대입하면 비탄성 체적변형률식은 

다음식과 같이 유도되어진다.



 




 (5)

비탄성 체적변형률은 회복되지 않는 체적변형률로 손

상도변화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균열에 의한 손상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탄성 체적변

형률을 측정함으로써 균열에 의한 손상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탄성 체적변형률을 ‘균열체적변형률’로 

볼 수 있다. 암석 및 콘크리트의 균열체적변형률을 

Fig. 11의 변형률 측정결과와 식 (5)에 의해 응력항으로 

표현하면 Fig. 12와 같이 나타난다.

재료에서 균열성장에 다른 각 단계를 Hoek et al. 

(1965)가 균열닫힘응력, 균열개시응력, 그리고 균열손

상응력으로 정의하였다.

암석 실험결과에서 균열 체적변형률을 관찰하여 보면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0’의 값으로 커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부터는 다시 작아지는 형태를 볼 수 있

다. 처음으로 ‘0’되는 지점이 ‘균열닫힘응력’이고, ‘0’에

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균열개시응력’을 나타낸

다(Martin et al., 1994, Eberdhart et al., 1999, 이경수 

외, 2012, 장보안 외, 2010). 그리고 계속 응력이 증가

Fig. 12. Comparison between crack volumetric strains of (a) the rock specimen and (b) the concrete specimen



터널과 지하공간 259

함에 따라 균열체적변형률이 갑자기 음수의 값으로 커

지는 지점이 바로 ‘균열손상응력’이다. 

반면 콘크리트의의 균열체적변형률은 암석과 매우 다

른 형상을 갖는다. 암석일 경우 균열닫힘응력과 균열개

시응력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콘크리트의 경우 Fig. 12

의 붉은 선과 같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응력 초기시 균

열체적변형률이 커지다가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부분이 

바로 균열닫힘응력을 의미한다. 즉 물리적으로 본다면 

균열들이 발생하지 않고 압축력에 의해 오히려 작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응력이 더 커지게 되면 다시 균열체

적변형률이 커지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균열이 발생하

기 때문에 이때의 응력을 균열개시응력으로 볼 수 있다.

균열결합응력(Crack coalescence stress)은 축 방향 

강성곡선이 일정한 값에서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점의 

응력 및 체적강성곡선의 큰 불규칙성이 나타나는 지점

의 응력으로 정의 되는데(Eberhardt et al., 1998, 장보

안 외, 2010), 본 논문의 균열체적변형률로는 균열결합

응력을 찾을 수 없다. Table 1에서 변형률 실험을 통해 

취득한 균열체적변형률로부터 예측한 암석 및 콘크리

트의 균열닫힘응력, 균열개시응력 그리고 균열손상응력

을 정리하였다.

3.2 AE 센서를 이용한 균열신호 측정결과

앞 절에서는 변형률 센서를 이용하여 암석 및 콘크리

트 시편에 대한 균열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일축압축실험시 동시에 측정한 AE 센서 신호 분석을 

통해 암석 및 콘크리트 시편의 균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형률 센서와 AE 센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측정하

는 물리량이 다르다는 것이다. 변형률 센서는 시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지만, AE 센서는 재료에서 균열에 

의해 발생한 탄성파를 감지한다. 즉 압축이라는 동일 

원인에 의해 두 센서는 시편에서 완전히 다른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Fig. 13은 AE 센서를 통해 압축실험시 시편에서의 

균열 신호를 취득하여 압축응력에 대해 균열 발생빈도 

및 누적 균열 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막대그

래프는 균열신호의 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붉은 선

은 누적 균열 발생빈도를 타나내고 있다.

Fig. 13(a)의 암석에 대한 결과에서 살펴보면, 초기에

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다가 중반부부터 균열이 발생하

고 파괴직전에 많은 균열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다.  

압축응력이 약 55 MPa 시점부터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Fig. 12의 균열체적변형률에서 균열개시응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13(b)는 콘크리트 시편에 대한 균열신호 측정결

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암석 시편 결과에 비해 시험 초

기에 균열 신호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시

편의 균열에 의해 발생한 신호가 아니라, 시험 초기 즉 

시편을 압축할 때 압축기와 콘크리트 시편의 접촉면에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rock and the concrete at the strain test

Rock Concrete

Crack closure stress 53 MPa 9 MPa

Crack initiation stress 55 MPa 25 MPa

Crack damage stress 108 MPa 54 MPa

(a)

(b)

Fig. 13. The number of AE signal hits and accumulated AE 

hits for (a) rock and (b) concret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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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신호이다. 콘크리트의 균열 개시는 약 25 

MPa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

은 변형률 실험 결과인 Fig. 12에서의 콘크리트 균열개

시응력과 일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변형률 센서와 AE 센서로 계측한 결과 측정한 물

리량은 다르지만, 모두 균열 시작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결합응력은 누적 미소파괴음 계수가 선형적 증가

양상을 벗어나는 지점의 응력을 말한다(장보안 외, 2010, 

Diederichs et al., 1998, 장수호 외, 2005) Fig. 13(a)의 

암석시편에서는 약 101 MPa에서 누적 미소파괴음 계

수가 선형에서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응력이 균

열결합응력으로 추측된다. 콘크리트의 경우는 Fig. 13 

(b)와 같이 누적 미소파괴음 계수가 선형성을 벗어나는 

지점이 암석에 비해 명확하지 않지만, 약 46 MPa이 균

열결합응력으로 판단하였다.

누적 미소파괴음 계수곡선에서 균열손상응력은 계수

곡선이 두 번째 선형증가양상을 벗어나 급격히 증가하

는 지점의 응력을 말한다(장보안 외, 2010, Ranjith et 

al., 2007). 따라서, Fig. 13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암석

과 콘크리트의 균열손상응력은 각각 112 MPa, 53 MPa

로 측정이 되었다. 

AE 센서를 사용하여 누적 미소파괴음으로부터 예측

한 암석 및 콘크리트의 균열개시응력, 균열결합응력 과 

균열손상응력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4. 구조물의 손상도(Damage)

고체물질의 손상은 고체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면 

주변에 응력이 작용함에 따라 균열이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진행된 고체물질의 손상은 균열 발생

을 의미하며 균열발생 구간만큼 응력에 대항하는 물체 

내부의 단위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고체물질의 

국부적 손상은 손상구간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면적과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유효 단면적

의 비인 손상변수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6)

여기서, 는 손상변수, 는 손상이 진행되지 않은 고

체물질의 단면적, 는 손상에 의하여 균열의 단면적을 

제외한 고체물질의 단면적을 의미한다.

Xiao et al.(2010)은 비탄성 변형률로 손상도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7)

여기서, 는 비탄성 체적 변형률을 나타내며, 
는 파괴

될 때의 비탄성 체적 변형률을 의미한다. 비탄성 변형

률은 균열체적변형률과 관계가 되어 있다. 하지만, Fig. 

12에서 볼 수 있듯이 취성 정도에 따라 암석 및 콘크리

트의 균열체적변형률이 다른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비

슷한 형상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누적 균열체적변형률(Accumulated 

crack volumetric strain)의 정의를 도입하여 두 시편의 

손상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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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특정 응력에 대해 발생한 누적 균열체

적변형률을 의미하며, 
 는 파괴될 때의 누적 균열체

적변형률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균열은 균열

개시응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Fig. 12를 균열개시응력

부터 누적 균열체적변형률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 

Fig. 14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암석 및 콘크리트 시편에 대한 

누적 균열체적변형률의 결과인 Fig. 14의 그래프와 AE 

센서로부터 취득한 누적 AE 에너지인 Fig. 13의 결과

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Fig. 13과 Fig. 14의 결과

에서 변형률, 균열에너지 및 응력을 정규화 시킨 후 비

교한 결과를 Fig. 15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과 그래프에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rock and the concrete at the AE test

Rock Concrete

Crack initiation stress 55 MPa 25 MPa

Crack coalescence stress 102 MPa 46 MPa

Crack damage stress 112 MPa 53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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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듯이 시편의 종류와 관계없이 스트레인 게

이지로 측정한 손상도 곡선과 AE 센서로 측정한 손상

도 곡선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AE 센서를 통

해서도 손상도 곡선을 찾을 수 있으며, 손상도를 유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상도를 다음 식과 같이 누적 균열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다.








 (9)

여기서, E는 특정 응력에 대해 발생한 누적 균열에너지

를 나타내고,  는 재료가 파괴될 때 발생한 총 누적 

균열에너지를 의민하다.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편의 변형률로 계산된 

균열체적변형률은 시편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그 형상

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누적 균열체적변형률’로 손상도를 정의하

였으며, 이 손상도 곡선은 암석 및 콘크리트 시편 모두 

지수함수와 유사한 형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AE 센서를 통해 취득한 누적 균열에너지 결과

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인 일축압축실험은 터널과 콘크리트 구조

물에서 시편을 코어링하여 채취해야만 손상도를 예측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균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AE 센서를 구조물에 부착한다면 구조물의 손

상 없이도 손상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AE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손

상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5. 결 론

터널 및 건물들은 대부분 암석 및 콘크리트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항상 

모니터링 해야만 한다. 구조물의 붕괴는 대부분 균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암석 및 콘크리트 

시편에 대해 압축실험을 통해 균열 특성을 비교분석하

였다. 압축실험 시편에는 변형률 센서 및 균열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AE 센서를 통해 동시에 신호를 측정하

여 두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를 각각 신호분석하여 각 

시편에 대한 손상도 곡선을 유도하였다. 실험 결과 변

형률센서로 유도된 손상도와 AE 센서 신호를 분석하여 

(a)

(b)

Fig. 14. Accumulated crack volumetric strain for (a) rock 

and (b) concrete specimen

(a)

(b)

Fig. 15. Comparison between accumulated crack volumetric 

strain and accumulated crack energy for (a) the rock 

and (b) concret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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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한 손상도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AE 센서를 암석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착하여 

균열 신호를 취득한다면, 구조물의 손상없이 실시간으

로 손상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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