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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와 다양한 골재로 구성된 혼합물로 

비균질성 재료이며, 경제적 이점과 우수한 압축강도 및 성형

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토목 및 건축 구조물 건설에 사용된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 시 콘크리트 대량 타설 및 양

생 과정과 함께 다양한 원인(지진, 알칼리-골재 반응 및 충격과 

열손상 등)에 의해 내부 공극 및 균열이 발생하며, 공극으로 침

투된 수분은 동결 및 융해과정을 반복하면서 구조물의 건전도

를 저해시킨다(Cho et al., 2016).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소와 같은 구조물 붕괴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구조물뿐만 아니라 토목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와 표면 및 내부 손상평가 필요하다(Khazanovich et al., 

2016). 초음파는 빠른 시간 내 넓은 면적 탐지가 가능하고 결함

과 같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초음파 탐상 기반 비

파괴 검사가 결함탐지 및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Giurgiutiu, 

2014). 

초음파 탐상을 통해 실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결함

을 탐지한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음파 속도법의 경우 주

로 진행방향으로 압축-인장 변형이 발생하는 P파를 사용한다. 

구조물 전반 물성에 따라 파의 관통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

르타르 내 공극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거나(Lorenzi 

et al., 2007), 콘크리트 역타시공 시 이음부에 발생하는 공극을 

검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Park et al., 2000). 위와 같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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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응력파 기반 초음파 기법은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작

은 크기의 결함탐지를 위해 초음파 비선형 기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에서는 구조물 거동 시 미세균열 간 간섭에 의해 발

생하는 비선형 음향효과를 활용하며, 콘크리트 내 미세균열 

평가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Lesnicki et al., 2011; 

Park et al., 2012). 한편 초음파 탐상을 통해 내부 철근 또는 결

함을 가시화하는 경우 Pulse-Echo 방식을 활용하며, 램파(Lamb 

wave) 또는 R파(Rayleigh wave)와 같은 표면파(surface wave) 

보다는 P파 또는 S파와 같은 실체파(body wave)를 주로 사용

한다(Hoegh et al., 2011; Khazanovich et al., 2016). 철근-콘크

리트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되거나 부

식되는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결함을 탐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Xu et al., 2012; Zima, 2019). 이와 유사하게 복합

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분리결함(debonding)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Li et 

al., 2017; Ng et al., 2019).

콘크리트는 내부에 골재, 철근 및 결함 등 다양한 요소로 구

성되어 초음파 전파 시 다수 산란현상과 모드변형이 발생한

다. 콘크리트 내부 초음파 거동해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철재 

및 복합재 보강물이 내부에 설치된 경우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Zheng et al., 2014; Yu et al., 2017; Vuong et al., 2019; 

Chen et al., 2019). 그 중 Shen et al.(2018)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 철근의 부식결함에 따른 모드, 전파속도 및 감쇠양상을 관

찰하였다. Zima(2019)는 실험을 통해 모델을 검증한 뒤 콘크

리트 내부에 설치된 철근 부식에 의한 분리결함 상황을 해석

하였다. 

한편 내부 골재를 고려한 콘크리트 모델링 및 초음파 전파 

해석 연구는 골재 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기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격자생성 기법의 발전과 다양한 메

쉬생성 툴로 인해 최근 골재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Smolarkiewicz 등(2000)은 이미지처리와 함께 실제 골재형상

을 고려한 2차원 콘크리트 모델을 생성하였고 압축하중에 따

른 초음파 전파 속도 변화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다. Shah 등

(2018)은 골재-콘크리트 기둥 단면에 대한 2차원 모델 생성 

및 초음파 전파 해석 후 내부 가시화를 통한 결함탐지를 수행하

였다. Yu 등(2017)과 Yu 등(2019)은 스펙트럴요소법(spectral 

element method)에 기반하여 개발된 SPECFEM S/W를 사용하

여 골재-콘크리트 모델을 생성한 뒤, 다양한 골재 크기 및 분포

에 따른 초음파 거동을 해석하였다. Chen 등(2018)은 원형 강관 

내 콘크리트에서 골재 간 분리에 따른 초음파 전파상황을 해석

하였다. Ariannejad(2019)는 다양한 형태의 골재와 타원형 결

함을 모사하여 결함정도에 다른 초음파 거동신호 변화를 관찰

하였다. 

콘크리트 모델을 통한 초음파 전파 해석에 관한 연구는 다

수 진행되었으나 주로 철재 구조물이 내부에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골재 형상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골재-모르타르 모

델 생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내부 골재까지 

모사하는 격자생성 기법은 다수 개발되었으나(Schlangen and 

Garboczi, 1996; Mohamed and Hansen, 1999; Wang et al., 

1999; Zhu et al., 2005; Wriggers and Moftah, 2006), 해당 기법

들은 하중에 따른 변형 및 파단 해석을 위한 모델생성 기법이

다. 양질의 초음파 거동 해석을 위해서는 실제 골재형상을 반

영한 골재-모르타르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골재를 포함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2차

원 모델생성 기법을 제안하고 결함 별 초음파 전파 해석과 내

부결함 탐지를 수행하였다. 먼저 골재-모르타르 시편의 단면 

사진을 대상으로 이미지처리를 수행한 뒤, 개별 골재와 모르

타르 영역 및 영역 간 경계선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후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격자생성 기법을 통해 2차원 골재-모르타르 모델

을 생성하였다. 또한 모델을 반무한체로 모사하기 위해 경계 

반사파 흡수 조건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파수 가

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적절한 가진 주파수와 신호형상을 결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초음파 전파해석을 

수행한 뒤, 신호처리를 통해 결함부를 가시화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골재-모르타르 모델 생성과 초음파 탐상 기반 결함탐

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골재형상 고려 2차원 골재-모르타르 모델 생성

이 장에서는 이미지처리를 통해 골재-모르타르 시편의 단

면 이미지로부터 골재와 모르타르를 영역을 인식하는 과정과 

모델 생성을 위해 해당 영역 간 경계선 형상을 고려한 2차원 격

자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2.1 격자 생성을 위한 이미지처리 기반 골재 및 모르타르 

영역 인식

실제 골재형상을 고려한 모델 생성을 위해 골재-모르타르 

시편의 단면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미지처리를 수행하였다. 

Fig. 1과 같이 콘크리트는 내부결함을 제외하면 골재와 모르타

르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한다. 골재영역은 모르타르 영역에 

비해 더 어두운 색을 갖기 때문에 해당 단면 이미지를 흑백화

(gray scale)한 뒤, 색상 세기(threshold value)를 기준으로 Fig. 2

와 같이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Fig. 1의 경우, 골재와 모

르타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빛의 세기 기준은 100으로 설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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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이미지 이진화 후, 각 골재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위

해 percolation 기법을 활용하였다(Jung and Park, 2019). 해당 

이진화 이미지(Fig. 2)에서 총 235개의 개별 골재 영역이 인식

되었으며, Fig. 3은 percolation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골재영역

을 인식한 결과를 보여준다. 골재영역 인식 결과에서 골재와 

모르타르에 해당하는 픽셀은 각각 1과 0으로 설정된다. 크기

가 너무 작은 골재의 경우 초음파 거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

기 때문에 개별 골재영역 인식 결과에서 값이 1인 픽셀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낮은 경우, 모델생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 단면 이미지의 경우, 기준 개수는 2,500개로 설정되

었다.

이후 골재와 모르타르 영역 간 경계선 정보를 획득하기 위

해 개별 골재영역 인식 결과에서 골재 외곽에 위치한 픽셀만 

추출한다. 외곽선은 두께방향으로 단일 픽셀만 포함하며, 모

델 생성 시, 외곽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추출된 픽셀 위치, 모

델 사이즈 및 단면 이미지 해상도를 고려하여 XY 좌표로 변환

한다. Fig. 4는 차후 모델의 격자생성을 위해 미리 생성된 그리

드(grid) 선과 이미지처리를 통해 생성된 골재 외곽선의 교차

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는 그리드 선과 외곽선들의 교차

점이 파악되며, 이후 2.2장에서 소개될 각 그리드 별 격자생성 

과정에서 해당 교차점들이 사용된다.

Fig. 1  Digital cross section image of typical two-phase composite 

concrete: aggregates and cement mortar

(HiperFloor FINISH’s diamond grind floors)

Fig. 2  Binary image(Red: Mortar/ Blue: Aggregate)

Fig. 3  Identified individual aggregate regions

Fig. 4  Grid lines and outline of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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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역 경계선 형상 적응형 2차원 격자 생성 기법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초음파 전파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격자를 사각형으로 생성하고자 한다. 격자 생성을 위해 

먼저 모델 영역 내 사각형 그리드를 생성하고 Fig. 5와 같이 그

리듯 선 및 영역 경계선의 교차점을 파악한다. 실제 골재는 형

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격자 생성 시, 주변 격자와의 관계를 고

려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격자생성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리

드를 먼저 생성할 경우, 주변 격자와 관계없이 개별 그리드 상

황에 맞춰 격자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Fig. 5는 그리드 내 골재 외곽선이 지나는 4가지 경우

를 보여주며, 각 그리드 case에 따른 사변형 격자(quadrilateral 

element)생성 전략은 Fig. 6과 같다.

제안된 기법으로 격자를 생성한 경우 영역 경계부분에서 격

자 품질이 매우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을 위해 해당 격자에 대해 먼저 격자를 구성하는 노드(node) 중 

영역 경계선에 해당하는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 위치를 변

경하여 격자품질을 개선한다. Fig. 7은 개선 전 격자와 노드변

경 과정을 통해 품질이 개선된 격자에 대한 비교결과를 보여준

다. 초기 생성된 격자는 골재 경계선과 그리드 간 간격이 좁은 

경우 낮은 품질의 격자가 생성되거나 면적이 주변 격자에 비해 

매우 작은 격자들이 생성된다. 하지만 노드변경 후 격자 형상

은 더 균일해지며 품질은 더 향상됨을 볼 수 있다.

2.3 CALM 기반 경계부 흡수조건 적용

실제 콘크리트 구조물은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무한체

로 간주할 수 있다. 경계부에서 반사파 발생하는 상황을 억제

하기 위해 골재-모르타르 모델에 경계흡수 조건을 적용하였

다. 적용된 조건은 CALM(Caughey Absorbing Layer Method)

으로 레일리-감쇠(Rayleigh damping)를 사용하여 경계로 나가

Fig. 5  Cases of grid

Fig. 6  Strategy of mesh generation according to the grid cases

Fig. 7  Comparison of mesh gener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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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웨이브 에너지를 흡수한다. 해당 경계 조건은 댐퍼를 사용하

는 ABC(Absorbing Boundary Condition), PML(Perfect Matched 

Layer) 및 무한요소법(infinite element) 등 타 조건들에 비해 범

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Rodrigues and Dimitrovova, 2015). Fig. 8과 같

이 대상 골재-모르타르 모델에 공극결함 및 스캔 표면을 제외

한 경계부에 동일한 크기의 격자를 추가하였으며, 감쇠치는 

해석 상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와 로 적용하였다. 또한 격

자 간 임피던스(impedance)를 고려하여 감쇠치는 경계부 격자 

층을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되도록 설정하였다. 자세한 

과정은 4.1절에서 소개한다.

3. 맵핑 기반 내부결함 탐지 기법

전산해석을 통해 골재-모르타르 모델에서 초음파 신호를 

획득한 뒤 이를 통해 결함부 위치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신호처

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Fig. 9와 같이 모델을 통한 초음파 전파 

해석 과정에서 가진기와 탐촉자 쌍이 구조물 표면을 지나면서 

가진을 통해 초음파를 생성하고 탐촉자는 구조물 내 골재 및 

결함에 의한 반사파 신호를 획득한다. Shah 등(2018)의 연구를 

볼 때 내부 골재에 의한 산란파로 인해 결함 반사파 신호 강도

가 현저히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모델에서는 가진 점으로

부터 각각 –6mm, -4mm, 0mm, 6mm, 10mm로 총 5개 지점에서 

초음파 신호를 획득하였다. 또한 가진 및 측정 간격은 10mm로 

설정하였다. 

전산해석을 통해 표면 스캔을 모사한 후 결함 가시화를 위

해 에너지 맵핑 기반 신호처리를 모델로부터 획득한 초음파 거

동신호에 적용하였다. 신호 전처리 과정으로 먼저 초음파가 

가진점- 특정점-측정점 순으로 이동하는데 해당하는 시간구

간을 추출한다. 해당 과정을 위해 파의 속도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4.3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신호 전처리 과정 후 가진기

와 센서 위치, 초음파 속도 및 도달시간(TOF; Time Of Flight)

을 고려하여 가능한 궤적을 도출한 뒤 해당 궤적에 상응하는 

픽셀에 신호 값을 적용한다. 상기 과정을 모든 1개 가진 및 측

정 점에 대해 수행하며, 최종 신호 에너지 맵의 픽셀 값(I)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1)과 (2)에서 i와 j는 맵핑 과정에서 각 

픽셀에 해당하는 특정점의 X 및 Y 방향의 위치 순번을 의미하

며, n과 m은 X 및 Y 방향 내 존재하는 특정점들의 개수를 의미

한다. 그리고 식 (2)에서 wave signal은 각 센서에서 측정된 초

음파 신호를 의미한다.

 
 


 (1)

 
  




 



   (2)

4. 콘크리트 모델링 및 초음파 전파 해석을 통한 결함탐지

이 장에서는 모델생성 기법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결함을 

포함한 골재-모르타르 모델을 생성하고 초음파 전파해석을 수

행한 뒤, 내부결함을 탐지한 결과를 보여준다.

4.1 골재-모르타르 전산해석 모델 생성

2.1와 2.2절에서 소개된 기법을 통해 골재-모르타르 시편의 

Fig. 8  CALM-based wave absorbing condition

Fig. 9  Strategy for scanning the internal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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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사진으로부터 골재 형상을 반영한 격자를 Fig. 10과 같이 

생성하였으며, 각 격자 위치에 기반하여 모르타르와 골재 영

역을 구분하였다. 모델 사이즈는 300×300mm로 설정되었으며 

최종 모델에서는 총 29개의 골재가 모사되었다. 공간 상에서 원

활한 초음파 거동 해석을 위해 먼저 파장()은 콘크리트 물

성(밀도 , 영률 , 프아송 비 )을 통한 웨이브 속도()와 

주파수를 고려한 식 (3)과 (4)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ABAQUS

의 경우, 파장의 1/10 이하로 격자크기()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

에 아래 식을 통해 최대 격자 크기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가진 주파수()가 100kHz 미만, 또는 이상인 경

우 격자 크기를 각각 2mm와 1mm로 설정하였다.

 


× × 

×
 (3)






  ≤



 (4)

또한 반무한체 모사를 위해 CALM 기반 경계 흡수 조건을 

모델 경계부에 적용하였으며, 감쇠를 위한 경계층은 총 10개

이다. 모델 생성 시 격자 크기와 초음파 전파 해석인 점을 고려

하여 20~100kHz 주파수 영역의 감쇠치가 Table 1에 표기된 각 

층별 감쇠값과 일치하도록 와   값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와   값 도출과정은 식 (5)와 같다. 여기서 는 감쇠값, 와 

는 각각 감쇠값 를 갖는 하한 및 상한 주파수를 의미한다.

  




   




 (5)

경계흡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쇠층 개수 및 층 별 감

쇠값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총 10개 감쇠층에서 층별 감쇠값은 1%에서 

100%까지 각 층의 제곱승으로 증가하도록 설정되었다.

한편 골재 물성치 결정을 위해 골재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면

적을 합산하여 골재가 전체 영역에 차지하는 부피분율(volume 

fraction,)을 도출하였다. 이후 콘크리트 복합체, 골재, 모르

타르 물성치를 종합한 식 (6)과 (7)을 통해 골재 물성치를 도출

하였다.

 


×
 (6)

 


×
 (7)

Fig. 10  Final mesh layout for two-phase concrete

Table 1  Damping ratio profile

Mesh layer number modal damping ratio(%)

1 1

2 4

3 9

4 16

5 25

6 36

7 49

8 64

9 81

10 10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mortar and aggregate

Material name
Density

()

Young’s modulus

()

Concrete 2,300 25.811

Mortar 2,100 20

Aggregate 2,738 38.55

Table 3  Numerical seive analysis

Sieve size

(mm)
frequency

Passing 

weight(%)

Sieve size

(mm)

Residual 

weight(%)

5 0 0 0.15 100

10 21 42 0.3 100

20 9 60 0.6 100

25 7 74 1.2 100

30 4 82 2.5 100

35 3 88 5 100

40 2 92 10 100

45 2 96 20 28

50 2 100 40 12

Max. size of aggregates = 40mm F.M.=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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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골재-모르타르 모델에서 골재의 부피분율은 0.38이

었으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와 이를 통해 도출된 골재의 각 물

성은 Table 2에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Table 3은 그 면적이 

90~1,886mm2로 분포된 50개의 비정형성 골재를 모형화한 것

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정형 골재의 직경을 Fig. 11과 같이, 등

가면적을 갖는 환산 직경, 를 정의하여, Table 3과 같은 수치 

체가름 해석을 하였다. 통과중량 백분율의 90%에 해당하는 굵

은골재 최대치수, max는 40mm이고, 각 체 치수에 잔류중량 

백분율로 계산한 조립률(Fineness Modulus; F.M.)은 7.4로 보

통 굵은 골재의 조립률 분포인 6~8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적절

한 모델링으로 사료된다. Fig. 12는 환산직경에 따른 골재분포

와 잔류중량 백분율과 골재직경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4.2 모델 해석을 위한 가진 주파수 선정 및 신호형상 설계

모델의 콘크리트 시편을 효율적으로 가진하기 위해 적절한 

가진 주파수 선정을 위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관련 연구 사례

에서는 20~200kHz 범위 및 50kHz 가진 신호가 주로 사용된다

(Khazanovich et al., 2016; Sa et al., 2017). 고주파 신호의 경우, 

원활한 가진을 위해 고 전압과 고 전류를 요구하지만 실제 상

황에서 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낮은 SNR(Signal to 

Noise Ratio) 및 파형 모사가 안되는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로 가진 해석 시, 최대 가진 주파수는 200kHz, 최

소 가진 주파수는 50kHz로 선정하였다. 가진 주파수는 임펄스 

신호(Impulse signal)에 50~200kHz 범위의 필터를 적용하여 

Fig. 13과 같이 생성하였다. 가진에 따른 모델의 초음파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forward marching method를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4와 같이 각 3개 점에서 초음파 거동 신호

를 획득한 뒤 scalogram을 분석하였다. Fig. 15는 각 측정 신호

의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보여준다. Point 1 신호는 표면
Fig. 11  Transformed aggregates diameter, 



Fig. 12  Numerical seive analysis for fineness and aggregates 

distribution: (a) aggregates frequency at different diameter, (b) 

passing weight% vs. aggregate diameter Fig. 13  Input signal for band frequency excitation(50~2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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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 인해 반사 및 산란파 관찰이 어렵지만 모델 내부에서 측

정된 point 2 & 3 신호에서는 50~100kHz 성분이 두드러짐을 

관찰할 수 있다. 해석 결과를 통해 중심 주파수는 75kHz로 설

정하였으며, 이후 해석에서 격자 크기는 2mm로 설정하였다.

한편 모델 특성 상 가진과 동시에 표면파가 발생하는데 표

면파 신호와 골재 및 결함에 의한 반사파 신호가 겹칠 경우, 반

사파 처리가 어렵게 된다. 저주파 신호일수록 해당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ig. 16과 같이 가진신

호를 설계하였다.

4.3 Case 별 모델의 초음파 전파 해석 및 결함탐지

 

생성된 골재-모르타르 모델을 통해 초음파 전파 해석 후 개

발 된 결함 가시화 기법을 통해 결함탐지를 수행하였다. 각 

case 별 모델 생성을 위해 골재와 case에 따른 결함이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해석 모델의 간결성을 위해 모

델 경계와 밀접한 골재는 모델에서 제거하였다. 공극결함의 

경우 결함 영역에 해당하는 격자를 제거하여 모사하였다. 각 

case 별 결함은 다음과 같이 골재 형상을 지닌 결함 3가지, 일

자형 균열, 실제 형상 균열 및 2개의 원형 결함이 존재하는 경

우로 총 6개이다. 각 case 모델을 통한 초음파 전파 해석과 에

너지 맵핑을 통한 결함탐지를 수행하였다. 맵핑 시 신호 전처

리 과정에서 필요한 파의 속도는 3000m/s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모르타르 모델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값이다. 2차원 모델

에서 초음파는 내부를 투과하는 P파, S파 및 표면에서 발생하

는 R파로 크게 3가지 파가 발생한다. 이 중 P파의 속도가 가

장 높기 때문에 Fig. 14와 같이 직사각형 모델 좌측면 중앙에

서 가진 후 point 3에서 신호를 측정하면 P파가 가장 먼저 도

달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측정되는 신호의 도달시간과 가진 

및 측정점 간 거리를 통해 속도를 도출하였다. 이때 가진신호

는 Fig. 16와 같다.

Figs. 17~22는 6가지 결함 case의 모델 및 결함탐지 결과를 

주며, 왼쪽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이 오른쪽에 보이는 

신호 에너지 맵핑을 수행한 영역이다. 결함 골재에 의한 다수 

Fig. 14  3 sensing points 

(At point 1, actuation and sensing are conducted)

Fig. 15  Scalogram of signals at the 3 points Fig. 16  Input signal for ultrasonic scanning(Mexican hat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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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및 산란현상에도 불구하고 결함위치 추정이 가능하였는

데, 이는 골재보다 공극결함에 의한 반사파가 더 크기 때문이다. 

2개 원형 결함 case의 경우, 이전 case처럼 결함위치가 뚜렷하지 

않지만 결함부에서 신호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Fig. 22). 

한편 균열 결함의 경우 실제 구조물에서는 균열 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추후 균열 두께를 반영한 모델생성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골재-모르타르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

안하였으며, 초음파 전파 해석을 통해 다양한 내부 결함 탐지

를 수행하였다. 골재-모르타르 시편 사진으로부터 이미지 처

리를 기반으로 골재와 모르타르 영역을 구분한 뒤, 영역 경계

선 형상에 맞게 격자를 생성한다. 격자 생성에 앞서 그리드를 

생성하며, 그리드와 영역 경계선 간 교차하는 경우에 맞춰 사

변현 요소가 생성되도록 한다. 이후 생성된 골재-모르타르 모

델에 내부 공극결함을 모사한 뒤, 초음파 전파 해석을 수행하

여 결함탐지를 수행하였다. 결함 가시화를 위해 신호 에너지 

맵을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의 속도정보가 실

제와 다를 경우, 맵핑 결과 영상에 스케일 변동은 있으나 결함

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상의 형태는 유사하다. 정확한 위치추

정을 위해 파의 속도정보를 추정하는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

지만 우선 결함 유무와 형상 파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제안된 기법으로 결함탐지를 수행한 결과, 각 결

함 case 해석에서 모두 결함 파악이 가능하였다. 특히 가늘고 

긴 형상을 갖는 균열의 경우, 형상 가시화도 가능하였다. 

향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격자생성 기법은 2차

원 모델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를 고려할 경우 3차원 형상에 

대응 가능한 격자생성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3차원 골재형상 정보를 대상으로 한 신호전처리 기법 개발

도 필요하다. 한편 실제 균열은 폭이 작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모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7  Case 1(aggregate-shaped defect)

Fig. 18  Case 2(aggregate-shaped defect)

Fig. 19  Case 3(aggregate-shaped defect)

Fig. 20  Case 4(Slit-like crack)

Fig. 21  Case 5(Branched crack)

Fig. 22  Case 6(2 small holes as an internal v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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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결함인 경우 작은 균열 폭을 반영하는 2차원 

및 3차원 격자생성 기법이 요구되며, 외부하중에 따라 결함 성

장 해석도 요구된다. 추가로 실험 또는 타 연구결과와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도 필요하다. 관련 연구가 지속될 경우, 검증된 

골재-모르타르 모델을 통한 초음파 전파 해석을 통해 충분한 

정확도를 지닌 강도평가가 가능하다. 해당 모델을 통해 초음

파 탐상 기반 내부결함 탐지 기법을 개발할 경우, 실제 구조물

에도 개발된 기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콘크리트는 내부에 공극이 많고 골재 형태나 크기도 

다양하므로 실제 적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결함 크기에 대한 정

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함 크기에 따른 콘크리트 모델의 

응력해석이나 실험적 조사도 수반되어야 한다. 골재와 공극의 

크기 및 분포에 따른 해석은 하드웨어나 실험 장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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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초음파 탐상은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검사에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골재형상을 고려한 골재-모르타르 모델 생성

과 초음파 전파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골재형상을 반영하기 위해 이미지처리를 통한 골재-모르타르 단면으로부터 모르타르와 골

재 영역을 파악하고, 영역 경계형상을 보존하면서 격자를 생성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법에서는 모든 격자가 4각형으로 생

성된다. 골재-모르타르 모델을 통해 초음파 전파 해석을 수행하였고 모델을 반무한체로 간주하기 위해 CALM 기반 경계흡수 조건을 

적용하였다. 골재 및 결함을 포함한 이미지로부터 격자를 생성한 뒤, 결함 영역에 포함된 격자를 제거하여 공극결함을 모사하였다. 본

격적인 결함탐지 전 선행 해석을 통해 모델 동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가진 주파수를 결정 및 가진 신호형상을 설계하였다. 이후 case 별 

초음파 전파 해석을 통해 신호를 획득하고 신호 에너지 맵핑 작업을 통해 내부 결함을 가시화 하였다. 가시화 결과, 골재에 의한 다수 

반사 및 산란현상이 관찰되지만 결함부에서 신호 에너지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해석 case에서 결함위치 추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균열의 경우 형상파악도 가능하였다.

핵심용어 : 골재-모르타르, 초음파 전파, 공극결함, 이미지처리, 결함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