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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석조문화유산의 표면 요철도를 고려한 맞춤형 초음파 측정법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접촉매질인 

엘라스토머 커버를 개발하였다. 이 커버는 17MPa의 인장강도와 625%의 신장도를 가져 탄성력이 매우 우수하고 마모되

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엘라스토머 커버를 포함하여 탐촉자 및 접촉매질에 따른 7개 유형의 비교 실험 결과, 암석의 

표면 거칠기는 초음파속도 감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이러한 현상은 잔다듬에서 정다듬으로 갈수록, 직접전달방법보

다는 간접전달방법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수형 탐촉자와 엘라스토머 커버를 사용하는 유형 F는 요철도에 큰 상관없

이 안정된 초음파속도와 높은 첨두치를 나타냈다. 이는 접촉매질로 사용한 엘라스토머 커버가 요철 표면에 충분히 밀착

되어 탐촉자와 시편 사이의 공극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석조문화유산의 초음파 측정은 유형 F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석조문화유산 , 표면 요철도 , 초음파 탐촉자 , 접촉매질 , 엘라스토머 커버

ABSTRACT     In this study, the elastomer cover, a new contact material, was developed to establish the customized ultrasonic 
measurement considering surface irregularities of stone cultural heritages. The cover exhibits high elastic force and wear 
resistance because it has tensile strength of 17MPa and elongation of 625%.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ative 
experiments for the seven types according to transducers and contact materials including the elastomer cover, rock surface 
irregularities significantly affect attenuation of ultrasonic velocity. The phenomenon was more noticeable in the chiseling 
finish and indirect transmission measurement rather than the dabbed finish and direct transmission measurement. 
However, the Type F using the exponential transducer and elastomer cover showed stable P-wave velocity and high 
amplitude regardless of the surface irregularities. This because the elastomer cover sufficiently sticks to surface 
irregularities and removes pores between a transducer and a rock specimen. Therefore, the Type F should be used for 
the ultrasonic measurement of stone cultural heritages with surface irregularities. 

Key Words: Stone cultural heritage, Surface irregularities, Ultrasonic transducer, Contact material, Elastomer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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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석으로 제작된 석조문화유산은 풍화저항도가 높아 

현재까지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석조문화

유산은 오랜 시간 야외환경에 노출되어 여러 가지 손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태이다. 따라서 풍화로 인해 각기 다

른 손상이 발생한 석조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재질

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비파괴 검사법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석조문화유산에 적용되

고 있는 비파괴검사법에는 초음파 측정(Jo et al., 2012), 
적외선 열화상분석(Jo and Lee, 2014), GPR(Labropoulos 
and Moropoulou, 2013) 등이 대표적이며, 미파괴법으로

는 반발경도측정(Fitzner et al., 2004)과 드릴링저항시험

(Siedel et al., 201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제

로 사용되고 있는 비파괴검사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석조문화유산의 풍화도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비파괴검사법은 초음파 측정이다(Capizzi et al., 
2013; Jo et al., 2013; Moropoulou et al., 2013). 이 방법

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암석의 

강도, 균열심도 및 내부결함 등을 조사하는 기술로서 높은 

휴대성, 측정의 간편성, 결과 획득의 신속성, 검사비용 절

감 등의 많은 이로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달

리 조사자의 능력, 측정 장비 선정, 평가기준 설정, 암석학

적 특성, 조사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초음파 측정 결과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방법론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Lama and Vutukuri, 1978; Lee et al., 2012). 
특히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석

조문화유산은 풍화에 따른 입상분해로 인해 표면 요철이 

심한 편이다(Cho et al., 2010; Lee et al., 2011). 장석은 수

화반응과 가수분해에 의해 견운모나 고령석으로 쉽게 풍

화되는 반면 석영은 상대적으로 풍화에 강해 입상으로 존

재하기 때문이다(Nagano and Nakashima, 1989). 이러한 

요철 현상은 풍화도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 측정 시 

탐촉자의 접촉상태를 불량하게 만들고 초음파 펄스 신호

를 산란 또는 쇠퇴시켜 측정값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축 및 강재 분

야에서는 거친 표면을 연마하거나 에폭시수지 및 고형 파

라핀 등으로 음향학적 결합을 좋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동적 방법은 석조문화유산의 초음

파 측정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차적 손상을 야기

할 수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석조문화유산의 표면 요철도를 고려한 맞춤형 초음파 측

정법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거칠기를 가지는 암석 시편

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접

촉매질인 엘라스토머 커버를 개발하였고, 선행 연구(Lee 
et al., 2009; Kim et al., 2010)에서 제안한 탐촉자 및 접촉

매질을 활용하여 초음파속도와 파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표면 요철도에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탐촉자와 

접촉매질을 선정하여 석조문화유산 초음파 측정법의 신뢰

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2. 실험 상  분석장비

2.1. 실험 시편

암반과 같이 무한한 연장을 갖는 대상의 경우 초음파는 

시험체의 크기와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

체와 같이 유한한 길이를 갖는 시편의 경우 최소단면의 길

이가 펄스 파장 길이보다 작으면 초음파속도의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편의 초음파속도, 파장 및 

탐촉자의 주파수를 고려하여 연마 시편은 60×60×300mm 
크기로, 거칠기 시편은 300×300×300mm 크기로 제작하였

다(Figure 1a). 모든 시편은 파장에 의한 간섭효과를 고려

하여 길이 방향(300mm)의 직접전달방법으로 초음파속도

를 측정하였다(Figure 1b). 시편으로 사용된 암석은 거창 

화강암, 보령 사암, 완주 석회암이다. 
이 시편들의 암석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거창화강암은 

중조립질의 회백색 암석으로 석영, 사장석, 정장석 및 흑운

모의 조암광물과 소량의 백운모, 녹니석 및 불투명광물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석류는 반상 조직, 미문상 조직 및 

누대구조가 관찰된다(Figure 1c). 이 암석의 전암대자율은 

평균 4.96(×10-3 SI unit)이며, 비중과 흡수율은 각각 2.63
과 0.32%이다. 암회색의 보령 사암은 세중립질 조직으로 

석영, 정장석, 사장석 및 백운모의 조암광물을 가지며, 아
각상 내지 아원상의 원마도를 보인다(Figure 1d). 이 암석

은 평균 0.04(×10-3 SI unit)의 전암대자율, 2.65의 비중, 
0.29%의 흡수율을 나타냈다. 유백색의 완주 석회암은 방

해석 결정의 미약한 방향성이 확인되고, -0.04(×10-3 SI 
unit)의 반자성 대자율, 2.71의 비중, 0.11%의 흡수율 등 양

호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Figure 1e). 

2.2. 음  달시간 측정기

송신자에서 발생한 초음파는 암석내부로 전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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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ock samples used for experiments. (a) Photographs and sizes of experimental specimens. (b) Ultrasonic meas-
urement on a polishing specimen using the direct method. Polarizing microscopic images of Geochang granite (c), 
Boryeong sandstone (d) and Wanju limestone (e).

모드변환이 발생하여 종파뿐만 아니라 횡파 및 표면파가 

발생하고, 이때 수신된 초음파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별도의 오실로스코르를 이용하지 않는 디지털 초음파 전

달시간 측정기는 이러한 복잡한 신호 중 가장 먼저 수신된 

종파의 전달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종파, 즉 P
파 신호에 대한 검출감도와 분해능이 좋아야 한다. 이 연구

에 사용된 초음파 측정기는 암석공학 및 석조문화유산 분

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NS Farnell사
의 Pundit-plus이며, 펄스 전압은 250V, 500V, 1200V로 설

정하였다.
또한 초음파의 정밀한 분석은 수신된 신호의 정성적인 

파형으로부터 디지털 분석을 수행할 때 실제적인 정보들

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Grosse et al., 2004).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초음파 전달시간 측정기에 오실로스코프(Tektronix, 
TDS 1012)를 연결하여 초음파 파형을 관찰하고 디지털 분

석을 수행하였다. 오실로스코프의 수직축은 전압의 변화

이고 수평축은 시간의 변화로서, 수신 파형을 통해 탐촉자

와 접촉매질 선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2.3. 탐 자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직진성과 

해상도가 증가하여 정면 방향으로 좀 더 집중하는 반면 파

장이 작아 풍화된 암석과 같이 불균질한 구조에서는 산란

되어 감쇠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미세 결함이 존재하는 석조문화유산이나 콘크리트의 

경우 20∼200kHz의 저주파수를 가지는 탐촉자를 사용해

야한다. 현재 암석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탐촉자는 크게 2종류이다. 이 중 첫 번째는 약 54kHz의 

공칭 주파수와 약 50mm의 접촉면적을 가지는 탐촉자로, 
펄스 강도가 강하고 젤 타입의 접촉매질을 이용하여 안정

된 초음파 신호를 획득할 수 있어 초음파 시험의 표준 탐촉

자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조문화유산에 발생하고 있는 표면 

요철현상은 탐촉자의 접촉상태를 불량하게 만들고 초음파 

신호를 산란 또는 쇠퇴시켜 측정값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Tharmaratnam and Tan, 1990). 따라서 측정 

표면이 거칠거나 접촉매질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 

면적이 작은 지수형 탐촉자(exponential transducer)가 이

용된다. 이 탐촉자 역시 54kHz의 공칭 주파수를 가지나 접

촉 면적이 약 5mm 내외로 표면상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 매뉴얼 상에는 접촉매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

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석조문화유산의 초음

파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Chun et al., 2008; Jo et al., 
2011). 그러나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거리 증가에 따른 

초음파 감쇠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탐촉자의 주파수, 접촉면적, 적용방법 등을 고려하

여 표준 탐촉자와 지수형 탐촉자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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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king processes of the elastomer cover. (a) Injection of the elastomer resin and synthetic materials into the 
mold. (b) Press compression. (c) Completion of the elastomer cover. 

Table 1. Classification of seven experiment types. 
Types Transducers Contact materials

A
Standard type

Gel
B Silicone sheet (1mm)
C Nonuse
D

Exponential type

Gel
E Latex + Rubber clay
F Elastomer cover
G Nonuse

Figure 3. Photographs showing seven experiment types 
according to the transducers and contact materials. 

2.4. 매질

초음파는 공기와 고체물질의 경계면에 부딪히면 반사 

및 산란되기 때문에 탐촉자와 시편 사이에는 접촉매질이 

필요하다. 접촉매질이 없다면 임피던스 차이가 커져 초음

파가 시편 내부로 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

촉매질의 종류에는 글리세린, 바셀린, 액체비누, 기계유, 
물 등이 대표적이다(Kahraman, 2007). 그러나 이러한 액

상의 접촉매질은 어느 정도 평활한 표면에는 적당하나 석

조문화유산과 같이 요철이 심하거나 침투에 의한 공학적 

거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석조문화유산의 초음파 측정용 접촉매질은 감

쇠를 최소화하고 측정 후 잔류물질이 남지 않는 건조성 타

입이 적합하며, 이 연구에서는 총 4종류의 매질을 이용하

여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중 첫 번째는 젤 타입의 접

촉매질이고, 두 번째는 1mm 두께의 실리콘 시트이며, 세 

번째는 라텍스 커버+고무찰흙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고안한 초저경 커버로, 지수형 탐촉자에 사

용할 있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였다. 초저경 커버에 사용된 

재료는 엘라스토머(elastomer)라 불리는 고분자 탄성 중합

체로 외력이 제거되면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되돌아가려

는 탄성력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가볍고 투명하며 질기고 

마모되지 않는 뛰어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Mark 
and Erman, 2011).

전체적인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수형 탐촉자의 

형태에 맞게 금형 틀을 만들고, 여기에 엘라스토머 수지와 

합성재료를 주입한 다음 프레스로 압축하여 완성하였다

(Figure 2a∼2c). 엘라스토머 커버 제작 당시의 온도와 상

대습도 조건은 각각 23℃와 65%이다. 완성된 엘라스토머 

커버의 물성을 분석한 결과, 색은 투명하고, 경도는 <5 
Shore A이며, 인장강도는 17MPa이다. 또한 신장도는 625%

이며, 밀도는 0.98g/cc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

서 설명한 2종류의 탐촉자와 4종류의 접촉매질을 고려하

여 총 7종류의 유형을 설정하였다(Table 1). 이 중 유형 1은 

연마된 암석 시편의 표준시험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자 가

장 안정적인 초음파속도를 획득할 수 있어 보정을 위한 기

준 유형으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유형은 실험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각 유형별 사진은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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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wave velocity values(m/s) according to the seven types and three pulse voltages.

Types Voltages
(V)

Geochang Granite Boryeong Sandstone Wanju Limestone
1 2 3 1 2 3 1 2 3

A
250 3,900 3,071 2,166 3,615 2,929 2,398 3,424 1,700 1,006 
500 3,935 3,071 2,166 3,624 2,943 2,404 3,447 1,734 1,010 

1200 3,950 3,080 2,174 3,624 2,946 2,413 3,600 1,774 1,013 

B
250 3,745 2,940 2,093 3,501 2,834 2,347 3,268 1,655 986 
500 3,745 2,957 2,097 3,509 2,842 2,347 3,297 1,669 999 

1200 3,741 2,940 2,078 3,509 2,856 2,347 3,286 1,652 986 

C
250 3,234 2,662 1,920 3,219 2,605 2,200 3,044 1,552 959 
500 3,304 2,678 1,945 3,257 2,644 2,213 3,051 1,574 962 

1200 3,401 2,761 1,968 3,275 2,677 2,288 3,451 1,588 978 

D
250 3,616 2,865 2,046 3,405 2,789 2,300 3,179 1,614 974 
500 3,620 2,890 2,050 3,437 2,800 2,305 3,189 1,629 982 

1200 3,646 2,923 2,067 3,461 2,823 2,312 3,230 1,638 987 

E
250 3,603 2,860 2,032 3,386 2,792 2,293 3,176 1,600 962 
500 3,642 2,868 2,038 3,421 2,784 2,300 3,182 1,606 975 

1200 3,673 2,868 2,065 3,437 2,821 2,311 3,220 1,612 977 

F
250 3,642 2,871 2,093 3,421 2,766 2,312 3,233 1,605 965 
500 3,673 2,898 2,101 3,437 2,797 2,329 3,258 1,616 974 

1200 3,691 2,917 2,063 3,469 2,823 2,338 3,283 1,641 973 

G
250 3,599 2,857 2,032 3,398 2,758 2,269 3,182 1,594 966 
500 3,620 2,863 2,035 3,405 2,766 2,277 3,220 1,605 972 

1200 3,651 2,887 2,050 3,433 2,787 2,295 3,247 1,613 973 

3. 연마 표면과 음  특성

이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풍화도를 고려한 연마 시편

(60×60×300mm)을 대상으로 7개의 유형과 3종류의 펄스 

전압에 따른 초음파속도를 분석하였다(Table 2, Figure 4). 
이 결과, 유형 A가 모든 시편에서 가장 높은 초음파속도를 

보였으며, 펄스 전압별 속도의 안정성도 일부 석회암을 제

외하고 양호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유형 B는 유형 A에 

비해 초음파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펄스 전압에 

따른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촉매질

을 사용하지 않은 유형 C는 유형 A에 비해 초음파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펄스 전압에 따른 변화 역시 확연하였다. 
지수형 탐촉자를 사용한 유형 D∼G는 전반적으로 표

준 탐촉자를 사용한 유형 A에 비해 낮은 초음파속도가 확

인되었다. 또한 펄스 전압에 따른 초음파속도에서도 큰 차

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1200V에서 높은 초음파속도를 

나타냈다. 특히 가장 높은 초음파속도와 펄스 전압별 안정

성을 보인 유형은 접촉매질로 엘라스토머 커버를 사용한 

유형 F로 판정되었으며, 고무찰흙을 사용한 유형 E도 비교

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접촉매질을 사용하지 않

은 유형 G는 유형 F에 비해 상대적 저속도가 뚜렷하다

(Figure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면 요철이 없는 연마 시편은 

유형 A로 초음파 측정을 수행할 경우 가장 신뢰도 높은 데

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조문화유산은 표면 요

철이 존재하고 잔류성 높은 젤 타입의 접촉매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형 탐촉자와 엘라스토머 커버 접촉매

질을 사용하는 유형 F로 초음파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

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전압 조건에서는 초음

파 감쇠로 인한 속도 지연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때 암석과 

같이 비교적 불균질한 물질로 구성된 석조문화유산의 초

음파 측정 시 고전압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유형 F는 유

형 A에 비해 상대적인 저속도가 일정하므로 반드시 유형 

A를 기준으로 보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의 보정계수

는 암종, 풍화도 및 전압에 따라 1.03∼1.10의 범위에서 평

균 1.05를 나타내므로 Type F를 이용하여 석조문화유산의 

풍화도 평가 시 평균 1.05를 보정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

를 확보해야 한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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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ction factors between Type A and Type F according to the rock types, weathering degree and voltages.

Voltages
(V)

Geochang Granite Boryeong Sandstone Wanju Limestone
Mean1 2 3 1 2 3 1 2 3

250 1.07 1.07 1.03 1.06 1.06 1.04 1.06 1.04 1.05 1.05
500 1.07 1.06 1.03 1.05 1.05 1.03 1.06 1.07 1.04 1.05

1200 1.07 1.06 1.05 1.04 1.04 1.03 1.10 1.08 1.04 1.06
Mean 1.07 1.06 1.04 1.05 1.05 1.03 1.07 1.07 1.04 1.05

Figure 4. Graphs showing P-wave velocity variations of the tested rock samples according to the seven types and three 
pulse voltages. 

4. 표면 요철과 음  특성

4.1. 기 속도 측정  요철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암석의 요철도에 따른 유형별 초음파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면이 잘 연마된 300×300×300mm의 

정방형 공시체(거창화강암)를 대상으로 기준속도를 측정

하고 세 종류의 거칠기를 제작하였다. 먼저 기준 속도는 대

표적으로 유형 A와 유형 F를 이용하여 직접 및 간접전달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각 축별로 유형 A의 직접전

달방법은 3,365㎧, 4,008㎧, 4,011㎧를, 간접전달방법은 

2,903㎧, 2,927㎧, 3,166㎧를 나타냈다. 또한 유형 F의 직

접전달방법은 3,130㎧, 3,711㎧, 3,736㎧를, 간접전달방

법은 2,259㎧, 2,370㎧, 2,371㎧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

준속도 측정이 완료된 시편은 석조문화유산의 표면 요철

도를 구현하기 위해 축 방향에 따라 잔다듬, 거친다듬, 정
다듬의 인위적 거칠기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거칠기에 대한 정성 및 정량화 작업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나(Barton and Choubey, 1977; 
Tse and Cruden, 1979; Hsiung et al., 1993), 이 중에서 

Barton and Choubey(1977)가 제시한 거칠기를 계수로 표

시하는 방법(JRC; joint roughness coefficient)이 가장 많



석조문화유산의 표면 요철도에 적합한 초음파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연구 / 조영훈, 이찬희 | 273

Figure 5. Making and analyzing surface irregularities. (a) Roughness coefficient (Barton and Choubey, 1977). JRC analy-
sis results of  the dabbed(b), harsh(c) and chiseling(d) finishes. 

Table 4. P-wave velocity values and correction factors according to the surface irregularities. 

Types
Direct method Indirect method

Dabbed finish Harsh finish Chiseling finish Dabbed finish Harsh finish Chiseling finish
V(㎧) CF V(㎧) CF V(㎧) CF V(㎧) CF V(㎧) CF V(㎧) CF

ST(A) 4,011 - 3,365 - 4,008 - 2,903 - 3,166 - 2,927 -
A 3,937 1.02 2,999 1.13 3,137 1.37 1,899 1.53 1,751 1.81 1,450 2.08
B 3,694 1.11 2,290 1.50 3,506 1.15 1,888 1.56 1,475 2.15 1,321 2.32
C 3,428 1.18 2,574 1.35 3,197 1.23 1,586 1.90 1,643 1.96 1,428 2.18

ST(F) 3,736 - 3,130 - 3,711 - 2,370 - 2,259 - 2,371 -
D 3,706 1.01 3,093 1.01 3,670 1.01 2,262 1.05 2,131 1.06 2,259 1.05
E 3,710 1.01 3,099 1.01 3,688 1.01 2,255 1.05 2,150 1.05 2,265 1.05
F 3,724 1.00 3,111 1.01 3,699 1.00 2,276 1.04 2,183 1.03 2,268 1.04
G 3,687 1.01 3,085 1.01 3,631 1.02 2,230 1.06 2,118 1.07 2,226 1.07

ST(A); standard type (Type A on the polishing surface), ST(F); standard type (Type F on the polishing surface), CF; 
correction factor. 

이 사용되고 있다. JRC 법은 길이가 100mm인 시편의 거

칠기에 따라 10개의 대표적인 단면곡선 군을 제시하였고 

거칠기 정도가 커짐에 따라 0에서 20까지의 계수를 할당하

였다(Figure 5a). 
이 연구에서는 300mm 정방형 공시체의 거칠기 면을 프

로파일 게이지(profile gauge)로 각각 5회 측정하여 JRC 
값을 획득하였다. 이 결과, 잔다듬 면은 JRC 4(Figure 5b), 
거친다듬 면은 JRC 8(Figure 5c), 정다듬 면은 JRC 18 
(Figure 5d)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거칠기 면에는 탐촉자

와 접촉매질에 따른 7개 유형을 모두 적용하였으며, 이때 

초음파 측정은 x, y, z축을 중심으로 3축 방향의 6면에 대

해 직접(12지점) 및 간접전달방법(12지점)으로 수행하였

다. 측정 결과는 연마 표면의 기준 속도와 비교하여 상관관

계를 파악하였다. 

4.2. 음 속도 분석

연마 표면에서 획득한 초음파속도를 기준으로 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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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raphs showing P-wave velocity variations of the seven types according to the surface irregularities. 

철도 및 7개 유형에 따른 평균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4, Figure 6, 7). 분석 결과, 유형 A는 잔다듬 및 거

친다듬 면의 직접전달방법을 제외하고 비교적 불안정한 

초음파속도와 높은 보정계수를 나타냈다. 이때의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평균 보정계수는 잔다듬 면에서 각각 1.02
와 1.53, 거친다듬 면에서 1.13과 1.81, 정다듬 면에서 1.37
과 2.08로 산출되었다. 또한 석조문화유산에 적용 가능한 

유형 B와 C는 거칠기가 심한 표면에서는 초음파속도 편차

가 심해 상대적 비교가 어려웠다. 그러나 거칠기가 미약한 

잔다듬 면에서는 유형 B가 유형 C에 비해 안정된 초음파

속도와 낮은 보정계수를 보였다. 

한편 유형 D∼G의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 결과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유형별 큰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유

형 F가 가장 안정적인 초음파속도와 낮은 보정계수를 나타

냈다. 특히 유형 F의 보정계수는 직접전달방법의 잔다듬 

면에서 1.00, 거친다듬 면에서 1.01, 정다듬 면에서 1.00을 

보여 표면 거칠기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접전달방법의 보정계수 역시 잔다듬 면에서 1.04, 거친

다듬 면에서 1.03, 정다듬 면에서 1.04의 매우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형 A∼C의 직접 및 간접전

달방법은 각각 잔다듬 면에서 1.02∼1.18과 1.53∼1.9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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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raphs showing the correction factor variations of the seven types according to the surface irregularities. 

거친다듬 면에서 1.13∼1.50과 1.81∼2.15를, 정다듬 면

에서 1.15∼1.37과 2.08∼2.32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형 

D∼G의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은 각각 잔다듬 면에서 1.00
∼1.01과 1.04∼1.06을, 거친다듬 면에서 1.01과 1.03∼
1.07을, 정다듬 면에서 1.00∼1.02와 1.04∼1.07을 보였

다. 이를 통해 암석 표면의 거칠기는 초음파속도 감쇠에 많

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잔다듬(JRC 4), 거
친다듬(JRC 8), 정다듬(JRC 18)으로 갈수록 초음파 측정

값은 불안정하고 재현성은 감소하는 반면 보정계수는 증

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감도가 좋은 직접법에 의한 초음

파 측정보다 비교적 감도가 나쁜 간접법에 의한 초음파 측

정에서 뚜렷하였다. 
또한 연마 표면에서 측정된 기준 값과 비교할 때, 유형 

D∼G가 유형 A∼C보다 매우 안정된 초음파속도를 보였

다. 특히 유형 F는 요철도에 큰 상관없이 직접전달방법에

서 1.00∼1.01의 보정계수를, 간접전달방법에서 1.03∼
1.04의 매우 낮은 보정계수를 나타냈다. 이는 접촉매질로 

사용한 엘라스토머 커버가 거친 표면과 탐촉자 사이의 공

극을 없애면서 탐촉자를 암석표면에 충분히 밀착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3. 음  형 분석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P파속도 분석을 통

해 물질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음파 분석은 

정량적인 속도 분석뿐만 아니라 전달된 신호의 정성적인 

파형으로부터 디지털 분석을 수행할 때 실제적인 정보들

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초음파는 물질을 통과하면서 원래

의 강도로부터 지수적으로 감소하고, 이는 표면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오

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연마 및 거칠기 면의 유형별 초음

파 신호와 감쇠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Figure 8, 
Table 5). 

먼저 연마 표면에서 측정한 초음파 수신 파형의 첨두치 

값을 비교한 결과, 유형 A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높

은 첨두치인 840mV를 보였다. 또한 유형 A와 동일한 탐촉

자를 사용하나 접촉매질이 다른 유형 B는 초음파 감쇠가 

두드러지며, 접촉매질을 사용하지 않은 유형 C는 파형의 

잡음레벨이 너무 높아 신호 포착이 어려웠다. 석조문화유

산의 초음파 측정에 적합한 탐촉자를 사용하는 유형 D~G
의 경우, 엘라스토머 커버를 사용하는 유형 F가 가장 높은 

첨두치인 94mV를 보였고, 유형 D(69mV)와 E(68mV)는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거칠기에 따른 진폭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형 A∼

C는 모든 거칠기 면에서 매우 큰 첨두치 변화가 확인되었

다. 특히 유형 A와 B의 잔다듬 면을 제외한 다른 측정치는 

신호 잡음으로 인해 4∼9mV의 매우 작은 첨두치를 나타

내 정확한 신호 획득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유형 D∼G
는 선명한 파형과 상대적으로 높은 첨두치 및 낮은 진폭 감

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가장 안정된 파형과 높은 첨두치 값

을 보인 유형은 앞의 연마 표면과 동일하게 유형 F로 파악

되었다(Figure 9). 이는 접촉매질로 사용한 엘라스토머 커

버가 요철 표면에 충분히 밀착되어 탐촉자와 시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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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aveforms of the seven types according to the surface irregularities. (a) Type A. (b) Type B.  (c) Type C. (d) 
Type D. (e) Type E. (f) Type F. (g) Type G.

Table 5. Amplitude variations of the seven types according to the surface irregularities.

Roughness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 Type G
Polishing finish 840mV 180mV 12mV 69mV 68mV 94mV 54mV
Dabbed finish 24mV 23mV 6mV 43mV 38mV 57mV 43mV
Harsh finish 9mV 6mV 6mV 52mV 46mV 64mV 42mV

Chiseling finish 8mV 6mV 4mV 37mV 62mV 62mV 42mV

Figure 9. A graph showing the amplitude variations accord-
ing to the seven types and surface irregularities.

Figure 10. Photograph showing an application case of Type 
F on surface irregularities.

공극을 제거했기 때문이다(Figure 10). 따라서 표면 요철

도가 있는 석조문화유산의 초음파 측정은 유형 F의 지수형 

탐촉자와 엘라스토머 접촉매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고찰  결론

석조문화유산의 초음파 측정은 접근성과 방법론적 제

약이 많아 검사 공정에 대한 확고한 체계가 미흡하고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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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풍화상태에 적합한 조사기술이 부족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내 석조문화

유산은 대부분 중조립질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

석과 석영의 차별풍화로 인한 표면 입상분해와 요철현상

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표면 요철도에 적합한 탐촉자 및 접

촉매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풍화도와 비교할 때 상

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이에 대한 충

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Schuller(2003)은 표준형 탐촉자에 고무시트 접촉매질

을 사용하여 초음파 측정을 수행하였으나, 고무시트에 의

한 감쇠 효과를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Kim et al.(2010)은 

거친다듬과 잔다듬 시편에 스너그 접촉매질을 적용하여 

초음파속도 강도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석조문화유산의 제작기법에 주로 사용된 정다듬을 고려하

지 않았고 탐촉자 역시 표면 요철도에 민감한 표준형 탐촉

자만을 활용하였다. Lee et al.(2009)은 다양한 암종을 대

상으로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실험을 수행하여 라텍스 

커버+고무찰흙 접촉매질을 제안하였지만, 표면 요철도에 

대한 초음파 특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지수형 탐촉자에 적

합한 맞춤형 접촉매질을 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새로운 접

촉매질을 개발하였고, 거칠기 시편을 대상으로 초음파속

도와 파형을 분석하여 석조문화유산의 초음파 측정에 적

합한 탐촉자 및 접촉매질을 선정하였다. 먼저 새로 개발된 

접촉매질은 초음파 감쇠를 최소화하고 측정 후 잔류물질

이 남지 않는 건조성 타입의 엘라스토머 커버이다. 이 접촉

매질은 경도 <5 Shore A, 인장강도 17MPa, 신장도 625%
의 물성을 가져 탄성력이 매우 우수하며 마모되지 않는 특

징이 있다.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실험은 엘라스토머 커

버를 포함한 4종류의 접촉매질과 2종류의 탐촉자를 이용

하여 총 7개 유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표면 요철도는 연

마 표면과 함께 잔다듬, 거친다듬, 정다듬의 인위적 거칠기

로 제작되었다.
이 중 연마 표면은 유형 A(표준형 탐촉자+젤 타입 접촉

매질)로 초음파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 높은 초

음파속도와 파형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조

문화유산은 표면 요철이 존재하고 잔류성 높은 젤 타입의 

접촉매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 A는 보정계수 산

출을 위한 기준 유형으로 적합하다. 암석의 표면 거칠기는 

초음파속도 감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정다듬에서 

잔다듬으로 갈수록, 간접전달방법보다는 직접전달방법에

서 초음파 측정값은 안정되고 재현성이 증가하며 보정계

수는 감소하였다. 
한편 지수형 탐촉자를 이용하는 유형 D∼G가 표준형 

탐촉자를 사용하는 유형 A∼C에 비해 매우 안정된 초음파

속도와 파형을 나타냈다. 특히 유형 F는 요철도에 큰 상관

없이 직접전달방법에서 1.00∼1.01의 보정계수를, 간접전

달방법에서 1.03∼1.04의 매우 낮은 보정계수를 보였고, 
모든 거칠기 면에서 가장 높은 수신 초음파의 첨두치(57∼
64mV)를 나타냈다. 이는 접촉매질로 사용한 엘라스토머 

커버가 요철 표면에 충분히 밀착되어 탐촉자와 시편 사이

의 공극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 요철도가 있는 

석조문화유산의 초음파 측정은 유형 F의 지수형 탐촉자와 

엘라스토머 접촉매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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