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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에 적합한 탐촉자 및 접촉매질을 선정하였으며 , 과학적이며 정량적인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암종별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이 결과 , 석조문화재에서 초음파 

측정은 유형 3의 탐촉자(UTREXTX(RX)54㎑)와 접촉매질(고무찰흙)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 유형 3의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보정계수는 화강암 1.50, 반려암 1.38, 석영섬록암 1.58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초음파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초의 연구로서 석조문화재의 초음파탐사 방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암석의 표면요철도와 다양한 접촉매질을 고려한 보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 암종별 직접-간접전

달방법의 상관관계에 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석조문화재, 풍화도, 초음파 측정, 탐촉자, 접촉매질,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 상관관계

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transducer and suitable contact material for stone cultural heritage, and the 
correlation of direct-indirect method in rock types for scientific development and quantitative evaluation technique of 
the ultrasonic measurements.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e transducer (UTREXTX(RX)54㎑) and contact material 
(rubber clay) of the type 3 were appropriate for the ultrasonic measurements of stone cultural heritage. The direct-indirect 
correction factors of type 3 were calculated 1.50 for granite, 1.38 for gabbro, 1.58 for quartz diorite, respectively. This 
result is the first study for improvement in reliability for the ultrasonic measurements, and i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the ultrasonic survey method for stone cultural heritage. Also, complementary studies considering the surface irregu-
larity of rocks and various contact materials will carry out, and the database about correlation of direct-indirect in rock 
types will establish. 

Key Words: Stone cultural heritage, Weathering, Ultrasonic measurement, Transducer, Contact material, Direct-indirect,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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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석의 강도와 물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표적으로 

파괴를 동반하는 압축강도 시험법과 비파괴적인 초음파 

측정법이 있다. 이중 압축강도 시험은 암석을 적당한 크

기와 모양으로 성형하거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석조

문화재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초음파탐사는 현장적용

성 및 휴 성이 뛰어나 석조문화재의 내구성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통한 정량적 훼손도 평

가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1,2,3,4,5,6,7,8,9.  
그러나 석조문화재의 구성암석은 재질의 다양성, 상

적 풍화도, 표면요철 및 생물침해 등에 따라 산출상태가 

아주 다양하여 초음파 측정을 통한 석재의 정량적 내구성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측정자에 따라 탐사방법 

및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고 조사목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검사법을 적용하기도 하여 일부 초음파속도 데이터의 신

뢰도가 부족한 상태이다10,11,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 측정의 과학적이며 정량

적인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석조문화재 재질에 적합

한 탐사방법을 설정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석조문화재의 초음파탐

사에 적합한 탐촉자 및 접촉매질을 선정하였고, 암종별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를 비교하여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

정 및 평가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2. 실험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 방법을 설정

하기 위해 국내의 표적인 화강암 4종과 반려암 및 석영

섬록암을 20㎝ 정육면체 공시체로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중 화강암은 양주, 거창, 익산 및 경주 남산에서 

채취하였고(Figure 1A~1D), 반려암은 충주(Figure 1E), 석
영섬록암은 공주에서 획득하였다(Figure 1F). 특히 경주 남

산화강암은 불국사 석가탑 및 다보탑과 남산지역 석조문화

재의 원산지 암석으로 규명된 바 있으며13, 공주 석영섬록

암은 마곡사오층석탑의 원산지로 보고된 바 있다6. 이 암석

들의 암석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초음파 탐사기는 암석 및 콘크리트 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국 CNS Farnell사의 PUNDIT- 
plus이다. 이때 측정조건은 발신자 전압을 1200V로 하고, 
초음파 펄스는 1초에 10회가 발생하는 연속모드로 설정하

였다. 또한 탐촉자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탐촉자 

Figure 1. Rock types and microphotographs of experimental objects in this study. (A) YG; Yangju Granite, (B) GG; Geochang
Granite, (C) IG; Iksan Granite, (D) NG; Namsan Granite, (E) GB; Chungju Gabbro, (F) QD; Gongju Quartz Di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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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P파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UTR54㎑(Figure 2A), 거
친면에 사용하는 UTREXTX(RX)54㎑(Figure 2B), 자체 

실리콘 접촉매질을 가지고 있는 UTR220㎑이다(Figure 2C). 
접촉매질은 젤타입의 수용성 글리세린(Couplant)과 건조 

접촉매질인 고무찰흙을 사용하였다(Figure 2D). 이 연구에

서는 이상의 탐촉자와 접촉매질을 유형 1에서 5까지 구분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Table 2).
이중 유형 1과 2의 경우에는 초음파 측정 동안 각 탐촉

자에서 가장 이상적인 초음파속도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

이므로 비교 상으로 설정하였다. 유형 3~5는 석조문화재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실험 상으로 선정하

였다. 이 실험의 탐촉자 간 거리는 임홍절 외(2002)가 제안

한 15㎝ 이상을 만족하는 16㎝(간접전달방법)와 20㎝(직
접전달방법)로 설정하였다14.

또한 초음파속도 측정점의 경우 ASTM(2002)과 BS 
(1986)는 동일부위에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해

야한다고 규정하였으며15,16, 임서형 외(2001)는 시험체의 

양 측정점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2회 측정

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7. 따라서 이 실

험에서는 동일 지점에 해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교환하면

서 2회 측정하였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파시간의 오차범위를 2% 이내로 규정하였다. 
실험방법은 앞에서 설정한 탐촉자, 접촉매질, 탐사거리 

및 측정점을 기본으로 각 암석별 6면에 A1과 A2(x축 방향

에 수직인 면), B1과 B2(y축 방향에 수직인 면), C1과 C2(z
축 방향에 수직인 면)을 지정하였다. 이후 동일지점에 한 

응축을 지정하여 직접전달방법과 간접전달방법의 초음

파속도를 비교하였다(Figure 3A, 3B). 예를 들면, C1면의 

간접전달방법은 y축 방향으로 초음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C1-y로 명명하였고, 이에 응하는 직접전달방법은 y축 방

향에 수직한 B1과 B2면이므로 B-y(T)로 명명하였다(Figure 
3C).

Table 2. Classification types for selection of transducer and contact material.

Type Comparative Object Experimental Object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ransducers UTR54㎑ UTREX
TX(RX)54㎑

UTREX
TX(RX)54㎑

UTREX
TX(RX)54㎑ UTR220㎑

Contact materials Glycerin Glycerin Rubber Clay × Silicone Tip

Table 1. Characteristics of rock properties for experimental objects.
YG GG IG NG GB QD

Color Gray White gray White gray Light brown Dark black Dark gray

GS Coarse
grained

Medium
grained

Medium
grained

Medium to 
Coarse grained

Medium to 
Coarse grained

Fine
grained

RM Q,P,K,B Q,P,K,B Q,P,K,B Q,K,P,B,A P,Py,B Q,P,A,B
SG 2.61 2.64 2.66 2.55 2.94 2.81

AR(%) 0.33 0.40 0.26 1.19 0.33 0.61
Vp(㎧) 4061 3918 3680 3395 3826 4677
GS; Grain Size, RM; Rock-forming Mineral, SG; Specific Gravity, AR; Absorption Ratio, Vp; P-wave Velocity, Q; 
Quartz, P; Plagioclase, K; K-feldspar, B; Biotite, Py; Pyroxene, A; Amphibole 

Figure 2. Transducers and contact materials using the experiments. (A) UTR54㎑ transducer. (B) UTREXTX(RX)54㎑ 
transducer. (C) UTR220㎑ transducer. (D) Couplant of glycerin type and rubber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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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 면을 기준으로 초음파 전달방향에 따라 한 

공시체당 12개의 축방향이 설정되었다(Table 3). 설정된 

각 축은 발신자-수신자, 수신자-발신자 방법으로 총 2회씩 

5개 지점에서 초음파속가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한 공시

체당 산출된 초음파속도는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 각각 

120개씩이다. 

3.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속도값

을 얻기 위해 평균입자 및 내부결함의 크기가 초음파 펄스

의 파장보다 작아야 한다18,19. 이 연구에 사용된 탐촉자의 

주파수는 54㎑와 220㎑이고, 일반적인 암석의 초음파속도

는 주로 500~6,000㎧ 범위에서 측정된다. 따라서 54㎑의 

주파수를 갖는 탐촉자는 0.9~11.1㎝의 파장을, 220㎑의 주

파수를 갖는 탐촉자는 0.2~2.7㎝의 파장을 갖게 된다. 
이는 54㎑ 탐촉자의 경우 조립질 이하의 암석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며, 220㎑ 탐촉자는 

조립질보다는 중립질 이하의 암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54㎑와 220㎑의 주파수를 갖

는 탐촉자들을 이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초음파속도 분석을 

Table 3. Each corresponding axis in direct-indirect 
method. 

Indirect Direct Indirect Direct Indirect Direct
B1-x A-x(L) A1-y B-y(L) A1-z C-z(B)
B2-x A-x(R) A2-y B-y(R) A2-z C-z(T)
C1-x A-x(T) C1-y B-y(T) B1-z C-z(L)
C2-x A-x(B) C2-y B-y(B) B2-z C-z(R)

Figure 3. Experimental method. (A) Indirect method. (B) Direct method. (C) Corresponding axis of direct-indirec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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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에 적합

한 탐촉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초음파는 탐촉자와 시험편 사이에 공기층이 있을 

경우에 계면에서 전반사하여 매질내로의 입사가 불가능하

다. 따라서 공기층을 제거하고 초음파의 전달효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접촉매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접촉매질에는 

일반적으로 글리세린(glycerin), 그리스(grease), 물, 풀 등

이 있으며, 이중 접촉매질과 시험편과의 임피던스차를 감

소시키고 초음파의 전달효율을 증 시키기 위해서는 글리

세린과 그리스를 많이 사용한다20. 
그러나 글리세린이나 그리스와 같은 접촉매질은 암석표

면에 적용할 경우에 내부로 침투하기 때문에 암석의 공학

적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9,21.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박형동(1995)은 접촉매질로 천

연꿀이 주성분인 영국 Parametrics사의 제품을 사용한 바 

있다22. 이 접촉매질은 수용성 천연꿀이 주성분이므로 한번 

사용한 후 물로 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석조문화재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측정 후 

매번 물로 씻어내야 하고, 표면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탐촉

자와 표면 사이의 공극을 잘 채워주지 못해 초음파속도의 

감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석조문화재의 초

음파 측정용 접촉매질은 측정 후 잔류물질이 남지 않고 활

용성이 좋은 건조성 접촉매질이 필요하다. 현재 이 건조성 

접촉매질로는 탄성이 좋은 고무찰흙과 실리콘 등이 있다. 
이중 고무찰흙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실리콘은 많은 

종류가 있어 별도의 실험 없이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단점

Figure 4. Ultrasonic velocity variation of rock types in experiment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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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따라서 이 실험의 건조성 접촉매질로는 고무찰흙

을 선정하여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실험결과, 부분의 유형에서 

축 방향별로 경향성이 잘 일치하였으며, 간접전달방법보다

는 직접전달방법이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4). 
또한 동일축의 초음파속도는 간접전달방법보다 직접전달

방법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초

음파속도가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초음파의 감도 차이에 의한 것

이다. 즉, 직접전달방법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마주보

고 있어 초음파의 전달감도가 좋은 반면에 간접전달방법은 

탐촉자가 서로 향점을 형성하고 있지 않아 초음파의 지

향성이 상 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초음파의 전달거리에 의한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간접전달방법의 초음파 전달거리는 발신자와 수

신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하지만 실제 초음파는 

암석의 표면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암석내부를 통과한

다. 따라서 간접전달방법의 실제 초음파 전달거리는 발신

자와 수신자 사이의 거리보다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직

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보다 낮아지게 된다.
우선 유형별 간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이 결과, 반려암을 제외한 모든 암석은 유형 5가 가

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 5의 경우 화강암 4종의 

초음파속도는 다른 유형과 큰 차이 없이 미세하게 높았으나 

석영섬록암에서는 약 1,00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직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는 모든 암석에서 유형 1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간접전달방법의 보정을 위한 

기준속도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유형 1 다음으로는 실리

콘 재질의 자체 접촉매질을 가지고 있는 유형 5가 유형 2~4
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은 초음파속도를 나타냈다(Figure 4). 

그러나 간접전달방법의 경우 유형 5는(220㎑)는 다른 

유형(54㎑)에 비해 일부 데이터의 변동이 불규칙하고, 암
종별로 다른 초음파속도 특성을 보였다. 또한 실제 실험 당

시 때때로 초음파의 Lost Signal이 발생하여 데이터를 획득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였다. 이 원인은 바로 주파수

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암석과 같은 이질성 물질을 통

과하는 초음파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심각한 감쇄를 나타

냄으로써 속도 측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23.
또한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짧다

는 것은 광물결정 및 결함의 크기에 민감해지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가장 입자가 큰 양주화강암의 일부 축과 반려

암의 간접전달방법 결과에서 유형 5의 초음파속도가 다른 

유형의 초음파속도에 비해 낮은 반면에 유일하게 세립질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석영섬록암에서만 초음파속도가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 5인 UTR220㎑ 탐촉자는 암석내의 음향적 

불연속 부분을 검출하는 데에는 용이할 수 있으나 초음파

속도를 획득하여 암석의 물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접전달방법은 직접전달방법

에 비해 초음파 감도가 좋지 않으므로 이러한 영향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에 적합

한 탐촉자는 UTREXTX(RX)54㎑ 탐촉자를 사용하는 유

Table 4. Mean ultrasonic velocity and order of rock types in experimental types.
Method Rock Typ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Velocity order

Indirect
method

YG - 2869 2735 2788 2962 T5>T2>T4>T3
GG - 2733 2632 2608 2855 T5>T2>T3>T4
IG - 2591 2457 2527 2643 T5>T2>T4>T3
NG - 2291 2252 2224 2348 T5>T2>T3>T4
GB - 2894 2766 2796 2731 T2>T5>T4>T3

QD1 - 2915 2901 2885 4005 T5>T2>T3>T4
QD2 - 2949 2985 2939 3837 T5>T2>T3>T4

Direct
method

YG 4061 3823 3739 3695 3959 T1>T5>T2>T3>T4
GG 3918 3653 3661 3608 3757 T1>T5>T3>T2>T4
IG 3680 3484 3420 3397 3539 T1>T5>T2>T3>T4
NG 3395 3121 3088 3032 3136 T1>T5>T2>T3>T4
GB 3826 3629 3594 3576 3769 T1>T5>T2>T3>T4

QD1 4631 4261 4266 4218 4522 T1>T5>T3>T2>T4
QD2 4723 4280 4312 4260 4522 T1>T5>T2>T3>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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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3과 4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형 3과 4를 자세히 비교하면, 간접전달방법의 유형 

3은 거창화강암, 남산화강암, 석영섬록암에서 빠른 초음파

속도를 나타냈고, 유형 4는 양주화강암, 익산화강암, 반려

암에서 빠른 초음파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직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는 모든 축과 암석에서 유형 3이 유형 4에 비해 

상 적으로 18~56㎧ 정도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처럼 

유형 3이 4보다 높은 초음파속도를 보이는 것은 접촉매질

로 사용한 고무찰흙이 암석 표면과 탐촉자 사이의 공극을 

없애면서 탐촉자를 암석표면에 충분히 밀착시켰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유형 4는 표면과 탐촉자 사이의 접

촉이 불충분하여 속도의 감쇄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한 결과,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탐사는 유형 3의 탐촉자와 접촉매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이 방법은 접촉매질로 고무찰흙을 사용하기 때

문에 풍화가 심한 석조문화재의 표면에 더욱 활용도가 높

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상관관계

석조문화재에서 초음파 측정방법은 탐촉자 배열방법에 

따라 직접전달방법, 반직접전달방법, 간접전달방법으로 구

분된다(Figure 5). 이중 직접전달방법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향면에 설치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

이의 거리왜곡이 없고, 초음파의 감도가 가장 좋아 전파시

간이 정확하게 측정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석탑과 같은 

형석조문화재의 경우 탐촉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마애불과 같은 입면형태의 문화재에서는 측정자체가 불가

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반직접전달방법은 암석의 물성, 모서리의 균열깊

이, 표층부의 열화깊이 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 사이의 중간역할을 하여 뚜렷한 활용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간접전달방법은 암석의 표면 및 내부에 

P파가 전파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탐촉자의 접근성

이 상당히 좋아 부분의 석조문화재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간접전달방법은 초음파의 지향성이 상 적으

로 떨어져 직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보다 항상 낮은 값을 

보인다. 또한 이 초음파는 표면보다 내부에서 더 빨리 진행

되기 때문에 실제 초음파 전달거리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

이의 거리보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전달방법으로 

측정된 초음파속도는 반드시 직접전달방법의 속도로 보정

해주어야 한다23,24,25,26. 
그러나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에서는 아직까지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에 한 보정식과 보정계수가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정식과 보정계수를 획

득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암석에 유형 2~5의 간접전

달방법으로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런 다음 동일암석

의 축에 하여 유형 1의 직접전달방법으로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두변수들의 상호간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서는 수학적 모형을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회귀분석이 주

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일암석과 축에서 측

정된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화강암 4종에 한 회귀분석 결

과, 유형 2는 Vd=1.31Vi+337.25(R2=0.78)라는 회귀식을 

얻었고, 유형 3은 Vd=1.44Vi+129.77 (R2=0.71), 유형 4는 

Vd=1.33Vi+384.95(R2=0.73), 유형 5는 Vd=1.11Vi+752.62 
(R2=0.82)의 회귀식이 산출되었다(Figure 6). 

또한 각 축에서 5개씩 측정한 초음파속도를 평균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값의 집중도가 좋아졌으며, 특히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상관계수 범위가 0.76~0.87로 약 

0.5정도 높아졌다(Figure 7). 그러나 이 실험에 사용된 암석

들은 상 적으로 신선하여 초음파속도의 저속도  구간까

지는 회귀식을 도출할 수 없었다. 한편 남산화강암을 제외

한 모든 화강암의 물성이 유사하여 일정 속도 구간에 집중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완벽한 추정회귀선을 만들만큼의 

데이터 분포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Ultrasonic measurement methods in transducer
array. Tx; transmitter, Rx;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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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초음파속도의 분포 구간이 저속도부터 고속도 까지 

넓은 분포를 나타내고, 앞으로 다양한 암석들의 데이터가 확

보된다면 이 실험에서 산출된 상관계수보다 높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 실험의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 속도보정은 

회귀식을 이용하지 않고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선택하

였다(Figure 8, Table 5). 이 결과, 양주화강암은 유형 2에서 

1.42, 유형 3에서 1.49, 유형 4에서 1.46으로 평균 1.46의 보정

계수를 나타냈고, 유형 5는 1.37로 계산되었다. 거창화강암은 

유형 2에서 1.43, 유형 3에서 1.49, 유형 4에서 1.50으로 평균 

보정계수는 1.47로 산출되었다. 유형 5는 1.37을 보였다. 
또한 익산화강암은 유형 2에서 1.42, 유형 3에서 1.49, 

유형 4에서 1.45로 평균 보정계수는 1.45를 나타냈으며, 유
형 5는 1.39의 보정계수를 가졌다. 경주 남산화강암은 유형 

2에서 1.48, 유형 3에서 1.51, 유형 4에서 1.53으로 평균 

1.51로 산출되었고, 유형 5는 1.45로 확인되었다. 한편 반

려암은 유형 2에서 1.32, 유형 3에서 1.38, 유형 4에서 1.37

로 평균 1.36으로 계산되었고, 유형 5는 1.40을 나타냈다. 
두 개의 석영섬록암은 유형 2에서 1.58과 1.60, 유형 3에서 

모두 1.58, 유형 4에서 1.59와 1.61을 보였고, 평균 보정계

수는 1.58과 1.60으로 산출되었다. 유형 5의 보정계수는 

1.15와 1.23이다.
특히 앞의 탐촉자 및 접촉매질로 선정된 유형 3의 화강

암 보정계수는 1.49~1.51의 범위로 평균 1.50으로 산출되

었다. 또한 반려암은 1.38, 석영섬록암은 1.58의 보정계수

를 보였다. 따라서 유형 3의 간접전달방법으로 석조문화재

의 초음파탐사를 실시할 경우 초음파속도의 보정은 화강암

의 경우 1.50, 반려암의 경우 1.38, 석영섬록암의 경우 1.58
이라는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고찰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에 적합한 탐

Figure 6. Regression analysis results using the ultrasonic velocity of direct-indirec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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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rrection section of the ultrasonic velocity of direct-indirect method in rock types.

Figure 7. Regression analysis results using the mean ultrasonic velocity of direct-indirec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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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법을 설정하고, 초음파속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석조문화재

의 초음파탐사는 UTREXTX(RX)54㎑ 탐촉자와 접촉매질

로 고무찰흙을 사용한 유형 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유형 3의 간접전달방법으로 측정된 초음파속도

의 보정계수는 화강암 1.50, 반려암 1.38, 석영섬록암 1.58
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초음파탐사 방법과 간접전달방법의 

보정계수는 석조문화재에 그 로 적용되어 비파괴진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음파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초의 연구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석조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접촉매질의 경

우, 이 연구에서는 실리콘 등과 같은 다른 건조성 접촉매질

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6종의 암석 표면은 

석조문화재처럼 표면요철이 없어 요철상태에 적합한 탐촉

자 및 접촉매질의 특성을 살피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탐촉

자 및 접촉매질 선정 실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접촉매질

과 표면 요철도를 고려한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보정은 일반적으로 회귀

식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험에 사용된 암석들의 물성이 거의 

유사하여 초음파속도가 일정 구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

고, 이로 인해 완벽한 추정회귀선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

서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정확한 보정을 위해서는 매우 

풍화가 심한 암석부터 신선한 암석까지 다양한 범위의 초

음파속도를 측정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각 암종별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보정

계수는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특징은 

Kahraman(2002)과 Turgut et al.(2006)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25,26. 특히 Kahraman(2002)은 직접 및 간접전달방

법의 보정계수를 화강암 1.14~1.98, 석회암 1.13~1.44, 백
운석질석회암 1.08, 리암 1.06~1.12로 제시하였다. 

또한 Turgut et al.(2006)은 물, 시멘트, 골재의 함량을 다

양하게 조절한 콘크리트의 경우 1.02~1.15의 보정계수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암석의 종류와 콘크리트의 제작기법에 

따라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보정계수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조문화재의 강도추정을 위한 초음파 

측정과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정확한 보정을 위해서는 

산지별 암석의 다양한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1. 이 연구에서는 6종의 암석을 공시체로 제작하고, 탐
촉자 및 접촉매질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석조문

화재의 초음파 측정에 적합한 탐촉자 및 접촉매질을 선정

하였고,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초음파속도 측정 결과, 부분의 유형에서 축 방향별

로 경향성이 잘 일치하였으며, 간접전달방법보다는 직접전

달방법의 초음파속도가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동일축에서 획득한 초음파속도는 간접전달방법보다 직접

전달방법에서 높게 나타났다.
3.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실험 결과, 유형 3의 탐촉자

(UTREXTX(RX)54㎑와 접촉매질(고무찰흙)이 석조문화

재의 초음파탐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

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는 유형 3이 유형 4보다 18~56㎧ 
정도 높게 나타났다. 

4.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형 3의 
암종별 보정계수는 양주화강암 1.49, 거창화강암 1.49, 익
산화강암 1.49, 경주 남산화강암 1.51로 평균 1.50으로 산

Table 5. Correction factors using the mean ultrasonic velocity of direct-indirect method in rock types.

Rock Type Direct(㎧) Indirect(㎧) Correction Factor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2 Type 3 Type 4 Type 5

YG 4,061 2,869 2,735 2,788 2,962 1.42 1.49 1.46 1.37
GG 3,918 2,733 2,632 2,608 2,855 1.43 1.49 1.50 1.37
IG 3,680 2,591 2,457 2,527 2,643 1.42 1.49 1.45 1.39
NG 3,395 2,291 2,252 2,224 2,348 1.48 1.51 1.53 1.45

Mean 3,764 2,621 2,591 2,537 2,702 1.44 1.50 1.49 1.40
QD1 4,631 2,915 2,901 2,885 4,005 1.58 1.58 1.59 1.15
QD2 4,723 2,949 2,985 2,939 3,837 1.60 1.58 1.61 1.23
Mean 4,677 2,932 2,943 2,912 3,921 1.59 1.58 1.60 1.19
GB 3,826 2,894 2,766 2,796 2,731 1.32 1.38 1.3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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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고, 반려암은 1.38, 석영섬록암은 1.58로 나타났다.
5. 이 연구는 석조문화재 초음파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한 최초의 연구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실험에서는 암석의 표면요철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접촉매질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6.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정확한 보정을 위해서는 매

우 풍화가 심한 암석부터 신선한 암석까지 다양한 범위의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석조

문화재의 산지별 암석에 한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지속적

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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