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 1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2 연도 “NSSS 기기 건전성 검사․진단 기술 개발” 과제의 기술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2. .

                부서명 : 종합안전평가팀

                                            주  저  자     :  엄흥섭

                                            공  저  자     :  김준

                                                               김재희 

                                                              



- 2 -

요약문

유도초음파 기술은 탐촉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검사체의 원거리 부분을 검사할 

수 있어 온라인 실시간 감시 또는 검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중의 하나이

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도초음파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에 사용되는 배관의 결함

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기반 기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 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에 대한 이론 연구: 유도초음파의 특성, 모드 및 분

산곡선과 유도 초음파 신호해석을 위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 

기법을 연구하 다.

◦ 증기발생기 세관을 대상으로 한 유도초음파 실험: 실험 대상을 증기발생기 

세관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산선도를 계산하 고 모드 별 입사각을 계산

하고 입사각 별 발생되는 초음파 모드를 STFT와 군속도 측정을 통해 확인하

다. 또 유도 초음파가 배관의 곡관부를 지날 때의 모드 변환 여부를 확인

하 다.

◦ 수신신호 해석기술 개발: 어느 단일 기법으로는 복잡한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FR 신호, Fourier Transform 자

료, 위상속도 분산곡선, 군속도 분산곡선, 그리고 STFT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판별하는 기법을 확립하 다.

◦ 결함검출 최적모드 선정: 결함 검출에 최적인 유도 초음파 모드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경우 최적 모드를 선정하 으

며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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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report describes the theoretical study and the experiment of 

ultrasonic guided waves which are attractive for the online and real time 

inspection of pipes installed in nuclear power plants. The following list 

presents the main contents of the report.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uided wave 

propagation: The characteristics of guided wave, mode, dispersion curves, 

an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 which is necessary for the 

analysis of guided wave signal were studied and summarized.

◦The experiment of guided waves on steam generator tube: The dispersion 

curves of steam generator tube was calculated. The incidence angle of 

ultrasonic wave to generate the specific mode was also calculated. And 

the mod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measurements of group velocity and 

STFT. We also identified the mode conversion of guided wave when it 

passed through the bent part of the tube.

◦The development of analysis technique of received signal: It is very 

hard to identify the modes of guided waves by using one technique. We 

integrated FR signal, Fourier transform data,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 group velocity dispersion curve, and STFT into one comprehensive 

method that could identity and analyze the complicate modes of guided 

waves.

◦The selection of optimal mode for the detection of flaws in the tube: 

We prepared the criteria which are necessary to the selection of the 

optimal mode for the detection of flaws, and selected the most suitable 

mode in the detection of flaws. Finally we validated it through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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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력발전소 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동전 검사(PSI)와 가동중 검

사(ISI)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자로 운전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ISI는 

핵연료를 교체하는 시점에서 수행되므로 방사능이 존재하는 검사 환경이나 제

한된 시간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 원전 가동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를 통하여 원전기기의 중요 부품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ISI에서 집중적

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원전 기기에 온라인 상시 감시 및 검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배관을 대상으로 한 유도초음파 실험에 대하여 기술하 다. 현

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결함의 탐상기법은 초음파(UT), 방사선(RT), 와

전류(ECT), 누출자력(MFL) 등의 특성을 이용한 기법으로 배관의 국부적인 탐상

만 가능하여 센서를 배관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시켜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

은 온라인 감시에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는 한 지점에서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광범위 비파괴 검사 기술이 요구되는데 

유도초음파가 그 중 하나이다.

2장에서는 원전 기기 결함 탐지에 필요한 유도초음파의 기반 기술에 대한 이론

적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유도초음파의 특성, 모드 및 분산곡선과 유도 초음파 

신호해석을 위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

다. 3장에서는 유도초음파 실험에 대하여 기술하 다. 실험 대상을 증기발생기 

세관과 2인치 스테인리스 스틸 배관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분산선도를 계

산하 고 증기발생기 세관의 경우 모드 별 입사각을 계산하고 입사각 별 발생

되는 초음파 모드를 STFT와 군속도 측정을 통해 확인하 다. 또 유도 초음파가 

배관의 곡관부를 지날 때의 모드 변환 여부를 확인하 다. 4장에서는 유도초음

파의 수신신호 해석기술 개발에 대해서 기술하 다. 어느 단일 기법으로는 복

잡한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FR 신

호, Fourier Transform 자료, 위상속도 분산곡선, 군속도 분산곡선, 그리고 

STFT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판별하는 

기법을 확립하 다. 또한 결함 검출에 최적인 유도 초음파 모드를 선정하는 기

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경우 최적 모드를 선정하 으며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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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도초음파 기술의 이론적 배경[2-1]

제 1 절 탄성관에서의 유도초음파의 전파

  피검사체 내부로 사각입사된 종파나 횡파는 경계면에서 반사시 모드변환 

(mode conversion)을 통해 수많은 종파와 횡파로의 다중반사를 일으키게 된다. 

이때, 피검사체의 두께에 비해 모드 변환된 종파 및 횡파의 파장이 무시될 수 

없는 경우 반사된 이들 부분파동모드(partial wave modes)들 사이에는 상호간섭

(interference)과 중첩(superposition)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파동의 

중첩은 상하 경계면에서 반사된 종파와 횡파, 각 부분 파동 모드의 파동벡터

(wave vector)성분 중 피검사체의 종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성분을 나타내는 k 

성분을 제외한 두께 방향으로의 파동성분인 p, q로 표시된 파동성분 사이의 상

쇄간섭(destructive interference)효과를 발생시킨다.

  p, q 는 모드변환에 의해 피검사체 내에서 종파와 횡파로 다중 반사된 부분 

파동모드의 파동벡터와 길이방향 벡터성분 k로부터 Pythagoras의 삼각법을 이

용하여 두께 방향 파동벡터 성분을 나타낼 수 있다[2-2].

2
2

222 k
c
wkkq
T

T −







≡−≡

       

2
2

222 k
c
wkkp
L

L −







≡−≡

         (2.1)

 여기서 p,q는 두께 방향의 파동벡터 성분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피검체의 길

이 방향으로의 보강 간섭(constructive interference)효과를 통해 두께 방향이 

아닌 종방향으로 전파하게되는 새로운 형태의 초음파가 합성되는데 이를 유도

초음파 (guided waves)라고 부른다[2-2].

  일반적인 유도초음파의 이론적인 합성형태와 전파원리를 그림 2.1 에 나타내

었다.

그림 2.1 유도초음파 발생 및 전파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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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초음파는 앞에서 살펴본 파동 간섭이 가능한 특정의 재료상수(종파, 횡파

속도 및 도), 두께, 주파수하에서만 발생이 가능하며 이들 조건의 변화에 따

라 길이방향으로의 파동 벡터 성분이 다른(파동의 위상속도가 다른) 다양한 모

드가 발생된다. 

  기존의 종파 및 횡파와 달리, 파동 전파시 유도초음파 각 모드의 입자변위

(particle displacement)는 파의 진행방향에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을 모두 

가지게 되며 이들은 파형구조(wave structure)라고 불리는 피검사체의 두께 방

향에 대한 특정 분포를 나타냄으로서 특정 유도초음파 모드의 검사 민감도와 

송․수신 감도를 결정짓는 인자가 된다. 

  유도초음파의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중 하나는 균일 등방성 무한매질내의 종파

나 횡파와 달리 각 파동모드의 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적

(dispersive)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파수 변화시 간섭조건이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유도초음파의 전파방향으로 새로운 파동벡터가 얻어지므로 이러

한 분산성을 가지게 된다.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신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탐상조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신호를 해석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주파수와 두께 그리고 속도사이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분산곡선

(dispersion curves)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그림 2.2에 나타낸 것과 같은 등방성 탄성관을 전파하는 초음파는 관의 내벽

과 외벽의 Navier's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어진다. 이때 유도초음파는 유한한 

주파수대역을 가지고 있는데, 전파속도가 진동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파형이 변하게된다. 체적파와 다른 또 한가지는 여러 종류의 유도초

음파 모드가 같은 진동수 역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에서는 중

심 축에 대해 대칭(axisymmetric) 및 비대칭(non-axisymmetric) 모드가 존재하

게 된다. 그러므로 유도초음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우선 존재할 수 있는 

유도초음파 모드를 이론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드들은 분산선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산선도를 계산하는 것은 식(2.2)와 같은 운동방정식에서부

터 출발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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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z 

b a
θ

그림 2.2 자유경계면, 내반지름 a, 외반지름 b, 무한길이를 가진 중공형 실린더

(2.2)μ∇
2 u+(λ+ u)∇(∇⋅ u)=ρ(∂

2 u/∂t
2
)   

  여기서 u는 입자의 변위 벡터, ρ은 도, μ와 λ는 Lamé의 탄성 상수이다. 

그림 2. 2와 같이 내벽과 외벽의 반지름이 a와 b이고 경계면이 자유로운 경우, 

경계조건은 식(2. 3)과 같이 쓸 수 있다.

(2.3)σ rr= σ rz= σ rθ=0      at  r=a    and   r= b

여기서, σ rr, σ rz, σ rθ는 원통형 좌표계(cylindrical coordinator system)에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r은 탄성관의 반경방향 위치를 나타낸

다. 식(2.2)를 u에 대해 풀고 변위-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응력을 구한다. 여

기에서, 스칼라 포텐셜 Φ과 벡터 포텐결 H항으로 변위를 표현한다면, 식(2.2)

로부터 분산선도를 구하기 위한 계산을 좀더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

       

(2.4)u=∇Φ+∇×Η

여기서,

 

(2.5)∇⋅Η=0

(2.6)
CL

2 ∇ 2Φ= ∂ 2Φ/∂ t 2

CT
2 ∇ 2Η= ∂ 2Η/∂ t 2

  

                              

여기서, CL
2
=( λ+2μ)/ρ   이고 CT

2
=μ/ρ 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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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과 CT는 각각 무한한 매질에서 종파와 횡파속도이다. 파동방정식 식(2.5)

를 만족하는 해를 식(2.8)의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2.8)

  Φ= f(r)cos(Mθ)cos(ωt+kz)

H r= g r (r) sin(Mθ)sin(ωt+kz)

H θ= g θ (r) cos(Mθ)sin(ωt+kz)

H z= g 3 (r) sin(Mθ)cos(ωt+kz)

 

  여기서 k는 파수이고, 알려지지 않은 함수 f와 g의 일반적인 해는 다음과 같

다.

(2.9)

  f=A Z M ( α 1r)+B W M ( α 1r)

g 3= A 3 Z M ( β 1r)+ B 3 W M ( β 1r)

2 g 1=( g r- g θ)=2 A 1 Z M+1 ( β 1r)+2 B 1 W M+1 ( β 1r)

2 g 2=( g r+ g θ)=2 A 2 Z M-1 ( β 1r)+2 B 2 W M-1 ( β 1r)

 

여기서, α 2= ω 2/υ  21 - k
2   이고 β 2= ω 2/υ  22 - k

2이다.          (2.10)

그리고, α 1= |αr| 이며 β 1= |βr| 이다.                              (2.11)

  여기서, ZM과 WM은 α와 β가 실수인가 허수인가에 따라 Bessel 함수 JM과 

YM으로 나타내거나, modified Besssel 함수, IM과 KM이 된다. 식(2.8)을 식

(2.4)으로 대입하여 각 방향의 변위를 구하면 식(2.12)와 같은 해를 얻을 수 있

다.

(2.12)

u r=[f '+(M/r) g 3+K g 1 ]cosMθ cos(ωt+kz)

u θ=[-(M/r)f+k g 1+ g' 3 ]sinMθ cos(ωt+kz)

u z=[-kf- g' 1-(M+1)( g 1/r)]sinMθ cos(ωt+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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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주방향 차수(circumferential order)는 0, 1, 2, 3 … 이고, 프라

임은 반경 방향인 ur , 원주방향인 u θ , 그리고 축 방향인 uz를 r에 대해 각각 

미분한 것이다. 선형 탄성 이론에서 잘 알려진 변위-변형률과 응력-변형률 관계

를 이용하여 응력에 대한 식을 구한 후, 식(2.3)의 경계조건에 대해 정리하면 6

개의 선형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3)C ij X=0

여기서, Cij는 선형탄성계수 행렬이고, X는 6개의 미지상수를 이루는 벡터 {A, 

B, A1, B1, A3, B3}이다. 식(2. 13)의 제차시스템(homogeneous system)이 자명

하지 않은 해(nontrivial solution)를 가지기 위해서는 Cij인 행렬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4)D = | C ij | = 0

  식 (2.14)은 진동수식(frequency equation)으로 불리어지는데, 이로부터 위상

속도 분산선도를 구할 수 있다[2-4]. 이렇게 구해진 위상속도 분산선도로부터 

군속도 분산선도를 도해 할 수 있는데 이 선도들은 유도초음파의 전파개념의 이

해에 중요한 두 가지 속도를 나타낸다. 이 두 속도는 위상속도와 군속도를 나타

내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군속도 (group velocity)

  유도초음파의 시간 역상에서 수신된 초음파 신호는 여러 주파수 성분에 해당

되는 시간조화(time harmonic) 신호의 합으로 이루어진 군집형 신호인데 이 군

집형 신호의 전파속도를 군속도 (group velocity) 라고한다. 실제 비파괴 검사

시 수신된 다중 주파수 성분의 유도초음파의 에너지가 전파되는 속도를 의미한

다는 뜻에서 에너지 속도라고 하기도 한다.

※ 위상속도 (phase velocity)

  시간조화 신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집형 신호의 개별 시간조화 신호가 진

행하는 속도를 위상속도(phase velocity)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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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탄성관에서 유도초음파의 모드특성

  유도초음파의 진행방향이 관의 길이방향인 경우 유도초음파 모드를 나타내

기 위해서 두 개의 첨자 M (circumferential order)과 n (mode number)을 사용

하고 있다. circumferential order, 0은 신호가 관의 축에 대해 대칭, 0이 아

닌 경우에는 축 대칭이 아님을 의미한다. 축 대칭인 모드(axisymmetric 

modes)는 다시 Longitudinal 모드와 Torsional 모드로 구별되어 지는데 이는, 

파가 관의 벽 속에서 진동하는 양상에 따른다. Longitudinal 모드는 파가 진

동하는 성분이 관의 길이방향과 반경방향으로만 있는 경우로서 L(0,n)으로 나

타내며, Torsional 모드는 파의 진동성분이 원주방향으로만 있을 경우로서 

T(0,n)으로 나타낸다. 반면, circumferential order가 1, 2, 3 …인 경우에는 

비축대칭인 모드(non-axisymmetric modes)를 나타내는데 Flexural 모드라고 불

리우며 F(M,n)으로 표시한다. Flexural 모드의 경우에는 관의 벽 속에서 파의 

진동성분이 세 방향(반경, 원주 그리고 길이방향)으로 모두 존재한다.

표 2.1 관에서의 유도초음파모드

모드 표기 형태

Longitudinal modes L(0, n) axisymmetric modes

Torsional modes T(0, n) axisymmetric modes

Flexural modes F(M, n) non-axisymmetric modes

Longitudinal 모드와 Torsional 모드는 circumferential order가 0에서 무한한 

수의 모드를 가지고 있고, circumferential order가 1, 2, 3.....,에서도 

circumferential order에 대해 무한한 수의 Flexural 모드의 수를 가지고 있다. 

  유도초음파가 관을 전파할 때 Longitudinal 모드, Flexural 모드, Torsional 

모드의 세 종류의 모드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적으로 주로 사용되

는 모드는 축 대칭인 Longitudinal 모드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초음파 센서

로 잘 발생될 수 있으며, 축 대칭이기 때문에 분석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비축대칭 센서의 사용 또는 비축대칭 결함으로부터의 반사 등으로 인하여 실

험적으로 비축대칭인 모드, 즉 Flexural 모드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축대

칭 모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Torsional 모드는 실험적으로 발생

시키고 수신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초음파 센서로는 효율이 떨어져서 잘 사용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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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수식으로 불리워지는 식(2.14)으로부터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구할 수 있

다.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진동수에서 서로 다른 몇 가지 위상속도

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유도초음파의 분산 특성과 잘 일치한다. 위

상속도 분산선도는 유도초음파를 가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는데 사용되는데 

식(2.15)에 나타낸 Snell의 법칙을 사용하여 유도초음파의 위상속도와 입사각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2.15)υ
sinθ

 = c ph  

여기서 v는 초음파 센서에 부착된 웨지의 종파속도, θ는 웨지에서의 입사각, 

그리고 cph는 유도초음파의 위상속도이다. 일단 입사각이 결정되면 위상속도가 

결정되므로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드들의 f d값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되면 실험 시스템에서 진동수를 조절함으로 원하는 모드를 발생하

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단일진동수와 단일위상속도를 결정하

여 위상속도 분산선도 상의 특정지점의 모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가진하는 신호의 시간적인 길이와 센서의 크기 제한으로 인하여 단일 진동수

와 단일 위상속도를 갖는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발생되는 유도초음파는 시스템과 센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진동수 대역

과 위상속도의 대역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전파속도는 위상속도와는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음향학적으

로 에너지 속도는 군속도와 같다. 군속도 분산선도는 식(2.16)의 관계식을 이용

하여 위상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2. 16)V g = 
dω
dk

  여기서, ω는 각 진동수이고, k는 파수인데 이는 ω/c ph와 같다. 식(2.16)을 

식(2.17)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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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V g = 
dω

d(ω/ c ph )
       

= 
dω

dω
c ph
-ω

d c ph

dc ph
2

= 
c ph

2

c ph-ω
d c ph
d ω

 

 

  식 (2.17)에서, ω 대신 f d , 즉 주파수와 파유도체 두께의 곱으로 표시하면 

군속도를 식(2.18)에 의해 구할 수 있다. 

(2.18)V g = 
c ph

2

c ph-(fd)
d c ph
d (fd)

 

  군속도를 아는 것은 모드확인과 반사파로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 3 절 유도초음파의 분산선도 계산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관형 재료를 만족하는 파동방정식을 만족하는 

Φ, Hr, H θ, Hz와 f, g 1, g 3를 식(2.8)과 식(2.9)에 제시한 바 있다.

  이 복소 포텐셜( Φ, Hr, H θ, HZ)과 관에서 대한 변위의 관계식 식(2.19)과 같

이 나타난다. 

             Ur = 
δΦ
δr
 + 

1
r

δHz
δθ
 - 

δH θ
δz
                       

             U θ = 
1
r
δΦ
δθ
 + 

δHr
δz
 - 

δHz
δr
                        (2.19)

             Uz = 
δΦ
δz
 + 

1
r
δ
δr
(r H θ ) - 

1
r

δHr
δθ
                 

  식(2.19)에 식(2.8)과 식(2.9)를 대입하면 식(2.20)에 나타낸 바와 같은 변위

에 대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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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U r=[f '+(n/r) g 3+k g 1 ]cosnθ cos(ωt+kz)

U θ=[-(n/r)f+k g 1+ g' 3 ]sinnθ cos(ωt+kz)

U z=[-kf- g' 1-(n+1)( g 1/r)]sinnθ cos(ωt+kz)

  여기서 f, g 1, g 3 는 식(2.21)과 같은 일반해를 갖는다. 

(2.21)

f = A Zn (α1 r) + B Wn (α1 r)

g 1 = A 1Zn+1 (β1 r) + B 1Wn+1 (β1 r)

g 3 = A 3 Zn(β1 r) + B 3Wn (β1r)

  여기에서, 식(2.21)의 r 에 대한 미분은 식(2.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 ' = α1 [ A {- λ1 Zn+1(α1 r) + nα1r Zn (α1r) }
+ B {- Wn+1(α1 r) + nα1r Wn (α1r) } ]

      g 1' = β1 [A 1 { Zn (β1 r)- n+1β1r Zn+1(β1 r) }
 + B 1 { λ 2Wn (β1 r)- n+1β1r Wn+1(β1 r)}]

           (2.22)

      g 3' = β3 [ A 3 {- λ2 Zn+1(β1 r) + nβ1r Zn (β1r) }
+ B 3 {- Wn+1(β1 r) + nβ1r Wn (β1r) } ]

  그리고, 향후 응력을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될 식(2.21)의 r에 대한 2차 미분항

은 식 (2.23)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f ''=α1
2 [ A { ( n(n-1)(α1 r)

2 -λ1)Zn(α1 r)+
λ1
α1r

Zn+1(α1 r)}

+B { (
n(n-1)

(α1 r)
2 -λ1)Wn(α1 r)+

1
α1r

Wn+1(α1 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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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 ''=β1
2[ A 1 { (-

1
β1r )Zn(β1 r)+(

(n+1)(n+2)

(β1 r)
2 -λ2)Zn+1(β1 r)}

+B 1 { (-
λ2
β1r )Wn(β 1 r)+(

(n+1)(n+2)

(β1 r)
2 -λ2)Wn+1(β1 r)} ]

 

g 3''=β1
2 [ A 3 { ( n(n-1)(β1 r)

2 -λ2)Zn(β1 r)+
λ2
β1r

Zn+1(β1 r)}

B 3 { (
n(n-1)

(β1 r)
2 -λ2)Wn(β1 r)+

1
β1r

Wn+1(β1 r)} ]

      (2.23) 

  원통 좌표계에서 응력과 변위와의 관계식은 식(2.24)와 같이 주어진다. 

              r
u

z
uu

rr
u

r
u rzr

rr ∂
∂+








∂
∂+

∂
∂++

∂
∂= µ

θ
λσ θ 21

              








∂
∂+−

∂
∂=

θ
µσ θθ

θ
r

r
u

rr
u

r
u 1

                             (2.24)

              








∂
+

∂
∂=

r
u

z
u zr

zr µσ

 식(2.24)에, 식(2.20)로부터 식(2.23)을 통해 구한 Ur ,U θ ,UZ 를 전개하여 

대입하면, 식(2.25)를 얻게 된다. 

   
σ rr = [ λ ( f ''+ f '

r
-
n
2

r 2
f- ζ

2
f )

+ 2μ ( f ''- nr 2 g 3+
n
r
g 3'+ζ g 1' ) ] cos (nθ) cos (ω t+ζz)

   
σ rθ=μ[ - 2nr (f '-

f
r )-

ζ
r
(n+1) g 1+ζg 1'

-(g 3''- 1r g 3'+ n
2

r
2 g 3 ) ]sin (nθ) cos (ω t+ζz)

         (2.25)

   
σ zr=μ[ -2 ζ f '-g 1''- (n+1)

r
g 1'+

( n+1r 2 -ζ
2 )g 1-ζ nr g 3] cos (nθ) sin (ω t+ζ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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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속도와 복소포텐셜의 관계식(2.6)과 Gazis가 가정한 식(2.8)을 연립

하여 풀면 식(2.26)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f ''+
1
r
f '-

n 2

r 2
f-α

2
f = 0

            {β2- (n+1)
2

r
2 } g 1+g 1''+ 1r g 1' = 0                (2.26)

               g 3''+
1
r
g 3'+ {β2- n

2

r 2 } g 3 = 0

  식(2.26)을 식(2.25)에  대입하면 식(2.27)과 같이 간편화된 식을 얻을 수 있

다. 

 
)cos(cos''"2)( 1

3
3

22 ztng
r
gg

r
nffrr ξωθξµξαλσ +
















 +





 −+++−=

             

 
)cos(sin'1)"2('2

113
2

3 ztngg
r
ngg

r
ff

r
n

r ξωθξβµσ θ +














 −+−+−






 −−=

    (2.27)

 
)sin(cos)()1(''2 31

22
21 ztng

r
ng

r
nng

r
nfzr ξωθξξβξµσ +







 −



 −++−+−−=

  여기에 식(2.22)와 식(2.23)에서 구한 f, f ', f '',g 1,g 1',g 1'', g 3, g 3', g 3''을 대

입하고 경계조건 r= a,b 에서 σ rr = 0, σ rθ = 0, σ rz = 0을 대입하면 응력계

수 ( A, B, A 1, B 1, A 3, B3 )에 대한 행렬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응력 계수 행렬 Ci, j 는 식(2.28)과 같다. 

(2.28)

ꀎ

ꀚ

︳︳︳︳︳︳︳︳︳︳︳︳︳︳︳︳︳︳

ꀏ

ꀛ

︳︳︳︳︳︳︳︳︳︳︳︳︳︳︳︳︳︳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21 C 22 C 23 C 24 C 25 C 26 
C 31 C 32 C 33 C 34 C 35 C 36 
C 41 C 42 C 43 C 44 C 45 C 46 
C 51 C 52 C 53 C 54 C 55 C 56 
C 61 C 62 C 63 C 64 C 65 C 66 

 

ꀎ

ꀚ

︳︳︳︳︳︳︳︳︳︳︳︳︳︳︳︳︳︳

ꀏ

ꀛ

︳︳︳︳︳︳︳︳︳︳︳︳︳︳︳︳︳︳

A 
B 
A 1 
B 1 
A 3 
B 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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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C ij
 (i=1, 2, 3, 4, 5, 6, j=1, 2, 3, 4, 5, 6)는 다음과  같다. 

C 11= (2α
2a 2+ξ2a 2-β2a 2-2α2a 2λ 1+2(n

2-n))Zn(α1a)+2α1λ1a Zn+1(α1a)

C 12= (2α
2a 2+ξ2a 2-β2a 2-2α2a 2λ 1+2(n

2-n))Wn(α 1a)+2α1a Wn+1(α1a)

C 13=2 ξβ1a
2
Zn(β 1a) -2 ξ(n+1)a Zn+1(β1a)

C 14=2 ξβ1λ2a
2Wn(β1a) -2 ξ(n+1)a Wn+1(β1a)

C 15=2 n (n-1) Zn(β 1a) - 2nβ1λ2a Zn+1(β1a)

C 16=2 n (n-1)Wn(β1a) - 2nβ1a Wn+1(β1a)

C 21=-2 n (n-1) Zn(α1a) + 2nα1λ1a Zn+1(α1a)

C 22=-2 n (n-1)Wn(α1a) + 2nα1a Wn+1(α1a)

C 23=-2 ξ (n+1) aZn+1(β1a) + ξβ1a
2Zn(β1a)

C 24=-2 ξ (n+1) a Wn+1(β1a) + ξβ1λ2a
2
Wn(β 1a)

C 25= (2 β1
2λ 2a

2- β2 a 2-2 (n 2-n))Zn(β 1a) - 2β1λ2a Zn+1(β1a)

C 26= (2 β1
2λ 2a

2- β2 a 2- 2 (n 2-n))Wn(β1a) - 2β1a Wn+1(β1a)

C 31=-2 ξn Zn(α1a) + 2ξα1λ 1a Zn+1(α1a)

C 32=-2 ξn Wn(α1a) + 2ξα1a Wn+1(α1a)

C 33=-nβ1Zn(β 1a)+ b (β
2
-ξ

2
)Zn+1(β1a)

C 34=-n β1λ2Wn(β1a)+ a (β
2-ξ2 )Wn+1(β1a)

C 35=-n ξ Zn(β1a)

C 36=-n ξ Wn(β 1a)

C 41= (2α
2b 2+ξ2b 2-β2b 2-2α2b 2λ 1+2(n

2-n))Zn(α1b)+2α1λ1bZn+1(α1b)

C 42= (2α
2
b
2
+ξ

2
b
2
-β

2
b
2
-2α

2
b
2
λ 1+2(n

2
-n))Wn(α1b)+2α1λ1bWn+1(α1b)

C 43=2 ξβ1b
2Zn(β1b)-2ξ (n+1)b Zn+1(β1b)

C 44=2 ξβ1λ2b
2Wn(β1b)-2ξ (n+1)bWn+1 (β1b)

C 45=2n(n-1)Zn (β 1b)-2nβ1λ 2bZn+1(β1b)

C 46=2n(n-1)Wn (β 1b)-2nβ1bWn+1(β1b)

C 51=-2n(n-1)Zn(α 1b)+2nα1λ 1bZn+1(α1b)

C 52=-2n(n-1)Wn(α 1b)+2nα1bWn+1(α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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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3=-2ξ (n+1)bZn+1 (β1b)+ξβ1b
2Zn(β 1b)

C 54=-2ξ (n+1)bWn+1 (β1b)+ξβ1λ2b
2Wn(β1b)

C 55= (2 β1
2
λ 2b

2
- β

2
b
2
-2(n

2
-n))Zn(β 1b)-2β1λ 2bZn+1(β1b)

C 56= (2 β1
2λ 2b

2- β2b 2-2(n 2-n))Wn(β1b)-2β1bWn+1(β1b)

C 61=-2ξnZn(α1b)+2ξα1λ1bZn+1(α1b)

C 62=-2ξnWn(α1b)+2ξα1bWn+1(α1b)

C 63=-n β1Zn(β1b)+b(β
2-ξ2)Zn+1(β1b)

C 64=-nβ1λ2Wn(β1b)+b(β
2
-ξ

2
)Wn+1(β1b)

C 65=-n ξZn(β 1b)

C 66=-n ξWn(β 1b)

  이 행렬의 해가 자명하지 않은 해(nontrivial solution)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력계수 행렬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6×6 행렬의 판별식을 도출해내고 circumferential order와 주파수에 

따른 위상속도의 해를 각각 구하면 그 해집단은 해당 circumferential order의 

주파수에 따른 위상속도값을 가지게 된다. 

  위상속도 분산선도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드를 결정해야 한

다. 모드는 앞의 이론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Longitudinal, Torsional, Flexural 

모드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Longitudinal 모드와 Torsional 모드는 circumferential order가 0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L모드는 축대칭 모드이면서 파의 진동성분이 관의 길이 방

향으로만 존재하므로 θ 방향으로는 동일한 양상을 띄게 된다. 따라서 L모드인경

우에는  θ,g 1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 대한 응력계수 행렬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따라서 Longitudinal 모드의 위상속도 분산선도 곡선은 식(2.29)의 

응력 행렬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리고 n 값에 0를 대입하고 주파수 역을 결

정하여 각 해 곡선을 구하게 되면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구하게 된다. 

(2.29)

ꀎ

ꀚ

︳︳︳︳︳︳︳︳︳

ꀏ

ꀛ

︳︳︳︳︳︳︳︳︳

C 11 C 12 C 15 C 16 
C 31 C 32 C 35 C 36 
C 51 C 52 C 55 C 56 
C 61 C 62 C 65 C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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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식(2.28)의 6×6 행렬 판별식 값이 0이 되는 해 곡선이 분산선도 곡선

이라고 하 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행렬에 n 값을 1에서부터 대입하면 비축대

칭인 모드인 Flexural mode의 모드별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구할 수 있다. 

제 4 절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

시간 역과 주파수 역은 신호를 조사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역이다. 주어진 연속신호 f( t)에 대한 Fourier Transform은 F(ω)로 표시하며 

식(2.30)과 같이 정의된다[2-5].

(2.30)F(ω)=⌠⌡f( t) e
- iωt
dt=<χ, e

- iωt
>

  여기서, F(ω)는 주파수 ω 성분의 크기인데, 이러한 각 주파수 성분을 식

(2.30)과 같이 합쳐서 원신호 f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한 신호분석의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러한 주파수 정보를 통한 신호분석은 

공학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ourier Transform의 변환의 문제

점은 신호를 분석할 때 시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시간 역에서 주파

수 역으로 변환을 하면 시간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고 단지 주파수의 정보만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 여러 시간대의 정보가 모여 F(ω)를 이루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2.3과 같이 시간축상에 창문함수를 씌워 

시간-주파수 역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을 Dennis Gabor가 1946년에 제안하 다[2-6]. 창문함수 h에 대

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은 식(2.31)으로 정의된다.

(2.31)STFT(ω,τ)=⌠⌡

+∞

-∞
f(t)h(t-τ) e

- iwt
dt  

  여기서 f( t)h( t-τ)는 신호f(t)의 시간 τ 근처에서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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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 t-τ)의 Fourier Transform인 STFT(ω,τ)는 결국 신호 f( t)에 대한 시

간 τ, 주파수 ω 근처에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간과 주파수 대역에서 

국소화된 정보를 조합하여 식(2.32)와 같이 원신호 f(t)를 다시 복원할 수 있

다.

(2.32)f(τ)=
1
2π
⌠
⌡

+∞

-∞

⌠
⌡

+∞

-∞
STFT(ω,τ)ψ( t-τ) e

iwτ
dwdu

  그러나,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은 window function의 지지 역의 크기

에 따라 분석 가능한 신호의 주파수 역 범위가 미리 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각각의 창문 역들 사이에 신호의 불연속성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되며, 

또한 Fourier Transform을 통해서는 전체 신호의 에너지를 특정 주파수에 집중

시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STFT를 이용하여 얻은 시간-주파수 역에서의 신호를 보면 진동수에 따른 도

착시간의 정보가 함께 나타나있을 뿐 아니라, 각 모드의 분산양상이 또한 명확

히 나타나있다. 물론 STFT에 의해 얻어지는 분산양상은 유도초음파의 전파거리

에 따라 분산의 정도는 달라지나 분산의 경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분산

양상을 군속도 분산선도와 비교함으로써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군속도와 함께 모드의 분산 양상을 확인하여 모드를 분별하기 때문에 분

산성이 있는 여러 개의 모드가 전파될 때에도 모드를 잘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군속도의 측정결과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모드분석 방법에 비해 월등히 우수

하다.

△t

………………

Fr
eq

ue
nc

y

Time

그림 2.3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의 개념도

제 5 절 원전기기 부품의 초음파 탐상

1차년도에는 원전 기기 부품의 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및 수신신호 해석 기술을 

개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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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기 부품들중 가동중에 많은 피로를 받는 부분은 압력관과 증기발생기 세

관이다. 이러한 압력관 및 증기 발생기 세관들중 온라인 연속 감시를 위한 부품

을 주관 연구 기관에서는 건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선정하면 위탁 연구기관에서

는 우선적으로 해당 부품에 대한 초음파 전파 특성을 파악 할 것이다. 

일반적인 초음파 탐상에서는 재료의 재질이 결정되면 검사체에 대한 종파속도, 

횡파속도, 표면파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러한 이유는 이러한 종파, 횡파, 표면

파등은 비분산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지만 검사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피검사체의 형상을 따라 원

거리를 진행할 수 있는 유도초음파 (Ultrasonic Guided Waves)를 활용한 평가법

은 학술적 가치와 기존 검사법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장

점을 갖고 있으며, 이미 비파괴시험 연구 분야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국내․

외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유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실제 산업설비와 기계 구

조물의 정 안전진단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횡파, 종파를 이용한 국부 검사기법

에 비해 탐촉자의 이동 없이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대형 설비 전체를 한번에 탐

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측정시간보다 단축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초음파 

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대해서 원거리 탐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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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산선도 및 실험

제 1 절 유도 초음파 분산선도의 계산

유도초음파의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중의 하나는 일반적인 체적파 (Bulk wave, 

종파 & 횡파)와는 달리 각 파동모드의 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

(dispersion)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특성을 가진 유

도초음파의 신호를 정확하게 발생시키고, 이를 수신하여 판독하기 위해서는 피

검체의 형상, 두께, 재질, 입사각 및 주파수등의 탐상조건에 따라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신호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분산곡선(dispersion curve)이다. 이는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유도초

음파 모드와 속도사이의 함수관계를 이론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래프의 데이터 선

도로써, 유도초음파를 분석하는 첫 단계이다.

1. 계산 과정

그림 3.1은 본 연구의 대상체로 선정된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울진 원자력발

발전소 3,4 호기용 Steam generator tube (증기발생기세관, S/G tube) 유도초음

파 분산선도이다. 분산선도는 (a)군속도선도, (b)위상속도선도로 되어 있으며, 

분산선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물성치 항목들을 표 3.1에 정리하 다. 해

(solution)를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Matlab을 사용하 으며, 데이터작업

으로는 Microsoft Excel을 사용하 다. 

표 3.1 증기발생기 세관 사양 [부록2]

Item contents

Target Uljin No.3 and No.4

Material Inconel 600 HTMA

Transverse wave velocity (CT) 3.078 mm/μsec

Density (ρ) 8.45 g/cm
3

Outside Diameter (D) 19.05 mm (0.75")

Thickness (t) 1.09 mm (0.043")

Total Length (L) 16.9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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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값이 약간 씩 튀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된 이동평균법(moving 

averaging)은 5-point법을 사용하 으며, 해가 발산하거나 계산상의 오류로 인

해 엉뚱한 값이 생기는 경우에는 앞뒤 수치의 평균값으로 보정하 다. 특히, 횡

파속도에 해의 값이 수렴하는 모드의 경우 계산시간을 늘리는 대신 신뢰구간의 

범위를 좁혀 정 한 해를 구하는 방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편의상 그 수렴하는 값으로 채워주는 방법을 병행하 다. 

X축은 일반적인 탐촉자의 주파수를 고려하여 0.1∼4.0 MHz의 구간을, 위상속도

선도의 Y축은 Cut-off frequency를 고려하여 0∼10 mm/μsec의 구간으로 한정하

여 계산하 다.

그림 3.1 S/G tube 유도초음파 분산선도. (a) 군속도선도, (b) 위상속도선도



- 26 -

2. 탐촉자와 입사각에 따른 이론적인 유도초음파의 속도

  그림 3.1에서 구한 분산선도의 모드들은 이론적인 해로써 실제로 모두 발생 

가능하지는 않다. 이는 파동의 기본원리에 기인하며, 각의 모드들이 가지는 위

상속도( Vph)에 식(3.1)의 Snell‘s Law를 적용, 임계각(critical angle) 부근에

서 유도초음파가 발생하는 이론적인 발생 입사각 ( θ incidence)을 계산 할 수 있다.

(3.1)
V Acryl (wedge)

sinθ incidence
=

Vph
sin90〫

입사각은 선택된 모드의 위상속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 위상속도가 웨지의 

종파속도보다 작은 모드들은 전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각의 모드들에 대한 발

생 입사각을 계산할 수 있는데, 3종류의 탐촉자(0.5, 1.0, 2.25 MHz)에 대하여 

전파 가능한 모드들의 입사각, 모드, 위상속도, 군속도( Vg)의 관계를 표 3.2에 

나타내었다.

표 3.2 탐촉자에 따른 군속도, 위상속도, 입사각, 모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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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1. 실험장치

본 연구를 위한 실험장치로 먼저 신호를 표시하고 저장하는 오실로 스코프는 

Lecory 9310A 모델로 400 MHz digital sampling 이 가능하며,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디스켓 드라이브를 비롯한 RS-232C 포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실험

대상체인 증기발생기 세관, 유도초음파를 발진하고 수신하기 장치인 RAM-10000, 

가변각 웨지, 초음파 탐촉자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 한 후, 이 장치들의 

구성 및 실험과정을 소개하겠다.

가. 증기발생기 세관

연구대상체로 선정된 증기발생기세관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로, 니켈 및 크롬이 다량 함유된 합금강으로 되어있

어 내산화 및 내환화성이 좋으며 특히, 고온 내수성이 뛰어나다. 그림 3.2(a)  

증기발생기 내․외부 사용위치에 따라 그 곡률의 차이는 있으나 그림 3.2(b)와 

같은 ‘U’자형으로 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울진 3,4호기용이 사용되었다.

그림 3.2 연구 대상체. (a)증기발생기의 구조, (b)증기발생기 세관



- 28 -

나. RAM-10000 (Pulser / Receiver)

유도 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반 초음파와는 달리 장거리 탐상을 위한 

고출력 발생장치, 보다 정 한 Tone burst 출력과 연속적인 주파수 등을 제어하

기 위한 Pulser/Receiver로 본 연구에서는 RITEC ⒞ RAM-10000을 사용하 다. 

이 장치는 그림 3.3과 같이 PC에 연결, 전용 프로그램에서 각종 셋팅값을 설정

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그림 3.3 RITEC ⒞ RAM-10000 [3-1]

표 3.3은 본 장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고출력, 연속주파수 파형발생가능, 광주

파수 대역, 정 하고 간편한 제어 등이 나타나 있다.

표 3.3 RITEC ⒞ RAM-10000 특징

Item Contents

RF Burst Output 
Up to 5KW

Up to 7MHz

Source Continuous wave frequency

Frequency Range 20 KHz ∼ 45 MHz (3 models)

Signal processing Measurement
Phase angle: within 0.03 deg.

Amplitude: within 0.01dB

다. 가변각 쐐기 (Wedge with the changeable angle)

물리적인 파동의 기본원리인 식(2.1)을 만족하는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서, 또한 원하는 모드를 선택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초음파 입사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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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3.4와 같은 가변각 웨지 2개를 설계, 제작

하 다. 초음파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접합 계면을 없애기 위해서 특수가공

으로 제작되었으며, 재질은 Plexiglass로써 종파속도 2720 m/s 이다. 

그림 3.4  쐐기 도면

라. 초음파 탐촉자 (Probe)

초음파 탐촉자는 그림 3.5와 같은 Panametrics INC. ACCUSACN-S, 사각형 탐촉자 

0.5, 1.0, 2.25,  3.5 MHz를 사용하 다.

 

E : 0.73"
F : 0.63"
G : 1.31"
H : 1.53"

그림 3.5 탐촉자의 외관 및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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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촉자는 선택적으로 유도 초음파를 발생 시키기 위해서 그림 3.6과 같이 쐐기

에 장착되어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3.6 가변각 웨지에 장착된 탐촉자

관경에 비해 상당히 큰 크기로 인한 초음파 빔퍼짐이라는 단점에도 불구 하고 

본 탐촉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출력에 견뎌내는 탐촉자를 선정

하기가 매우 곤란 하 기 때문이다. 실제 탐촉자 제작․판매회사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유도초음파용 탐촉자는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탐촉자는 평

균 400 Volt, 최고 900 Volt 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RAM-10000에서 

유도 초음파를 발생 시키기 위해서는, 게인값과 주파수에 따라 400∼1400 Volt

가 필요하므로 실험 시 초음파 탐촉자의 특성을 보장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탐촉자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되어 그 특성을 검증 받았다. 그럼에도 

Attenuaton을 최대한 줄여 실험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다.

마. 실험장치의 구성

그림 3.7 실험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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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오실로 스코프, 증기발생기 세관, RAM-10000, 가변각 웨지, 초음파 

탐촉자 및 컨트롤 PC 등과 같은 실험장치는 그림 3.7과 같이 구성되어 실험이 

수행되어졌다.

바. 실험과정

(1) 케이블 확인 

: 실험을 하는데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케이블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3.8

은 Pitch-Catch 설정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험장치들이 연결되어 실험이 수행

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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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실험장치간의 연결도 (Pitch-catch)

(2) RAM-10000 / Oscilloscope 의 파워를 켠다.



- 32 -

(3) Control PC를 부팅한다.

: 이때 주의 해야 할 점은 Control PC의 OS(operating system)가 Win98인 경우

에는 인터럽트를 직접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셋팅없이 RAM-10000 제어보

드/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Win NT/2000/XP의 경우에는 RAM-10000 제어보

드에 인터럽트를 할당하는 셋팅을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윈도우 기본프로그램

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려워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시작 프로그램에 이

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4) 제어프로그램

 a. Mark4.exe 실행

 b.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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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oad settings (F5)

 d. Setting Input (0.5 MHz : 05.set / 1.0 MHz : 1.set / 2.25MHz : 225.set)

 e. Setup (F1)

(5) RAM-10000 High voltage 스위치 on → Attenuation 조정

: Attenuation 레벨은 그림과 같이 6dB, 6dB, 12dB 의 조합 5단계로 조정가능하

다.

Attenuator

outin
6dB 6dB 12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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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 신호에 따라 오실로스코프의 조정, Attenuation 레벨 조정해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쐐기와 세관사이 couplant에 기포가 들어가 신

호가 왜곡되지 않게 해야 했으며, 가능하면 접촉 상태가 실험전체에 동일하게 

유지 되도록 하 다.

(7) 신호 데이터 저장

: Oscilloscope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2진형태(binary)와 ASCII형태

가 있다. 일반적으로 2진형태를 사용하며, 이를 93tran.exe로 10진수로 바꾸어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변환된 시간 신호를 Matlab을 이용하여 그림 3.9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9 RF 시간신호의 예

(8)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 시간-주파수 역의 신호, 도착시간 정보, 모드의 분산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STFT를 사용하 으며, Matlab을 이용하여 그림 3.10과 같이 구하 다.

그림 3.10 STFT 신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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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및 

모든실험은 그림 3.7과 같이 구성된 실험장치를 가지고 동일하게 수행되었으며, 

표 3.4에 나타낸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로 발진․수신거리, 발진․수신입

사각, 직․곡관부, 탐촉자 주파수를 변화 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실

험과정의 자세한 결과는 [부록1]에 첨부 하 다.

표 3.4 실험공통조건

Sampling Rate 10 MS/s Attenuation (on) 12 dB / 6 dB

Cycle 1 Damping 8 dB

Method Pitch-Catch Couplant Baby oil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저장된 실험신호는 MATLAB을 통해 그림 3.11 과 같이 정

리․분석 되었다. 이때, 상단에 보이는 신호는 RF(Radio Frequency) 시간신호로

써 X축은 시간, Y축은 신호의 진폭(Voltage)을 나타낸다. 하단에 보이는 신호는 

상단신호를 STFT한 결과로써, X축은 시간, Y축은 주파수[MHz]대역을 보여준다. 

이때, Sampling rate가 10 MS/s 이므로 X축 한 눈금은 200 μsec이며, 이는 

상․하단 신호에 동일하다.

그림 3.11 실험신호의 예

본 연구 및 실험에서 언급되는 모든 입사각은 제작된 쐐기의 각을 의미하며, 발

진․수신 탐촉자의 각은 항상 동일하게 맞추어 실험이 수행 되었다.

가. 직관부와 곡관부에서의 전파특성 비교

초음파는 그 특성상 임피던스(impedance)차가 나는 계면(boundary)을 만나면 그 

입사각에 따라, 종․횡파간의 모드변환이 발생한다. 본 실험에서는 이 모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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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그림 3.12 증기발생기 세관 직관부(a)와 곡관부(b)에서 획득된 신호

간의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이를 비교한 결과를 통하여 유도초음

파의 전파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 다.

    (a)                                    (b)

그림 3.12 증기발생기 세관의 실험배치.(a)직관부 (b)곡관부

(a)                       (b)                      (c)

(d)                       (e)                      (f)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Part 직관부

Distance 1.0 m Method Pitch-Catch

그림 3.13 각도에 따른 신호.(a) 20°(b) 30°(c) 40°(d) 45°(e) 60°(f) 70°

그림 3.13과 그림 3.14는 2.25 MHz 탐촉자를 가지고 표 3.4의 실험공통조건하에

서 입사각만을 바꾸어 가며, 각각 직․곡관부에서 획득된 신호를 보여준다. 다

양한 각도에서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RF 신호의 진폭, 비행시간(Time of 

flight), STFT 주파수 대역, STFT 형태 등에서 차이가 거의 없음이 보여진다. 

이는 실험이 수행된 증기발생기 튜브의 곡률이 관경에 비하여 크지 않아서 모드

변환으로 인한 직․곡관부의 신호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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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Part 곡관부

Distance 1.0 m Method Pitch-Catch

그림 3.14 각도에 따른 신호.(a) 20°(b) 30°(c) 40°(d) 45°(e) 60°(f) 70°

(a)                       (b)                      (c)

(d)                       (e)                      (f)

Transducer Frequency 0.5 MHz Part 직관부

Distance 1.0 m Method Pitch-Catch

그림 3.15 각도에 따른 신호.(a) 20°(b) 30°(c) 40°(d) 45°(e) 60°(f)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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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Transducer Frequency 0.5 MHz Part 곡관부

Distance 1.0 m Method Pitch-Catch

그림 3.16 각도에 따른 신호.(a) 20°(b) 30°(c) 40°(d) 45°(e) 60°(f) 70°

앞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0.5 MHz 탐촉자를 가지고 그림 3.15와 그림 3.16

의 직․곡관부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이 경우에도 2.25 MHz 탐촉자와 

동일하게 모드 변화로 인한 차이가 없었다.

나. 수신 위치각도에 따른 전파특성 비교

본 실험은 유도초음파 각 모드들이 관 내부를 전파할 때 어떠한 에너지 분포를 

보이면서 전파하는 지, 즉 파형구조를 실험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하 다.

   (a)               (b)               (c)               (d)

그림 3.17 수신위치 각도에 따른 탐촉자.(a) 000°(b) 030°(c) 060°(d)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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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은 2.25 MHz탐촉자, 입사각 60°, 표 3.4의 실험공통조건하에서 발진

탐촉자의 위치는 고정시킨채, 그림 3.17과 같이 수진탐촉자의 수신위치각도를 

30°씩(000°∼360°) 바꾸어 가면서 , 그 진폭과 STFT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이때 표 3.2의 이론상 2.25 MHz 탐촉자의 입사각 60°부근에서 발생가능한 

유도초음파 모드는 F(1,2)∼F(5,2)이다. 실험으로 구한 RF 신호로부터 계산된 

군속도는 약 3.0 mm/㎲로 이론적인 발생가능모드와 거의 일치한다. 즉, 본 실험

은  F(1,2)∼F(5,2)의 파형구조를 알 수 있는 실험이다. 그림 3.18 (a)∼(l)신

호를 보면, STFT는 주파수대역이나 형태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같은 곳에 

측정하 으므로 비행시간 또한 동일하다.

(a)               (b)               (c)               (d)

(e)               (f)               (g)               (h)

(i)               (j)               (k)               (l)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Angle 60°

Distance 1.0 m Method Pitch-Catch

그림 3.18 수신위치각도에 따른 신호. (a) 0°(b) 030°(c) 060°(d) 090°

(e) 120°(f) 150°(g) 180°(h) 210°(i) 240°(j) 270°(k) 300°(l) 330°

그림 3.19는 그림 3.18 (a)∼(l)의  RF 최대진폭의 값을 '1'로 하고, 나머지 값

을 정규화(normalinzing)하여 각 수신위치각도에 극좌표계(polar coordinate)로 

표시한 것이다. 실험상 수신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으며, 세관과 탐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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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접촉상태를 정 한 균일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림 

3.19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는 어떠한 특징도 찾기 어려웠다. 이는 탐촉자의 

크기에 비해서 세관의 직경이 작아, 탐촉자 방사폭 (radiation bandwidth, 공간

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치 입사각이 여러개인 탐촉자가 동시에 발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또한, F(1,2)∼F(5,2)의 모드가 비슷한 속도

로 전파하기 때문에 각 모드의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3.19 수신위치각도에 따른 진폭 (그림3.18)

그림 3.20은 그림3.18과 다른조건은 동일한 상태로, 입사각만을 30°로 바꾸어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때 표 3.2의 이론상 2.25 MHz 탐촉자의 입사각 30°부근

에서 발생가능한 유도초음파 모드는 L(0,2), F(1,3)∼F(5,3)이다. STFT와 그림 

3.1의 군속도분산선도(a)에서 이 모드에 해당하는 전파양상을 비교해 보면 그 

형태가 거의 유사해 L(0,2), F(1,3)∼F(5,3)임을 어느정도 예상 할 수 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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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i)               (j)               (k)               (l)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Angle 30°

Distance 1.0 m Method Pitch-Catch

그림 3.20 수신위치각도에 따른 신호. (a) 0°(b) 030°(c) 060°(d) 090°

(e) 120°(f) 150°(g) 180°(h) 210°(i) 240°(j) 270°(k) 300°(l) 330°

그림 3.21 또한 그림 3.19와 유사하게 그림 3.20 (a)∼(l)의  RF 최대진폭의 값

을 '1'로 하고, 나머지 값을 정규화하여 각 수신위치각도에 극좌표계로 표시한 

것이다. 이때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용한 특징을 가지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없었다.

그림 3.21  수신위치각도에 따른 진폭 (그림3.20)

다. 진행 거리에 따른 전파특성 비교

본 실험에서는 진행거리에 따라 직관부와 곡관부에서 모드의 군속도 차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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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STFT의 변화가 있는지, 또한 비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RF 신호의 세기

가 줄어들면 STFT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 으며, 더불어 실

험으로 구한 군속도와 이론값인 그림 3.1의 군속도분산선도(a)의 속도와 비교 

할 수 있는 기초실험에 그 목적이 있다.

0.8m

1.0m

1.2m

1.4m
1.6m

그림 3.22 진행거리에 따른 탐촉자의 배치

그림 3.23와 그림 3.24는 입사각 30°및 표 3.4의 실험공통조건하에서 그림 

3.22에서 나타낸 것처럼, 비행거리만 0.2 m(0.8∼1.6 m)씩 늘려가며 각각, 직관

부(그림 3.23)와 곡관부(그림 3.24)에서 획득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보면 RF 신호의 진폭, 비행시간(Time of flight), 

STFT 주파수 대역, STFT 형태 등에서 차이가 거의 없음이 보여진다. 이는 세관 

관경에 비하여 곡률이 크지 않아 모드변환으로 인한 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a)               (b)               (c)               (d)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Part 직관부

Angle 30° Method Pitch-Catch

그림 3.23 진행거리에 따른 신호. (a) 0.8 m (b) 1.0 m (c) 1.2 m (d) 1.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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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Part 곡관부

Angle 30° Method Pitch-Catch

그림 3.24 진행거리에 따른 신호. (a) 0.8 m (b) 1.0 m (c) 1.2 m (d) 1.4 m 

앞의 경우와는 달리 그림 3.25와 그림 3.26에서는 입사각을 60°로 바꾸어 동일

한 조건하에서 비행거리를 늘려가며 각각 직관부(그림 3.25)와 곡관부(그림 

3.26)에서 획득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모드변환으로 인한 향을 볼 수 없었다.

(a)               (b)               (c)               (d)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Part 직관부

Angle 60° Method Pitch-Catch

그림 3.25 진행거리에 따른 신호. (a) 0.8 m (b) 1.0 m (c) 1.2 m (d) 1.4 m 

(a)               (b)               (c)               (d)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Part 곡관부

Angle 60° Method Pitch-Catch

그림 3.26 진행거리에 따른 신호. (a) 0.8 m (b) 1.0 m (c) 1.2 m (d) 1.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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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및 결론

제 1 절 수신신호 모드 신호분석 기법 (GWMIT)

실험을 통해 획득된 신호의 비행시간은 물체의 내부를 지난 시간 뿐아니라, 탐

촉자 지연시간(probe delay)와 쐐기지연시간(wedge delay) 및 couplant에서 지

연된 시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 초음파탐상에서는 실험에 앞서 표준화된 

시험편 블록으로 앞서 언급된 지연시간을 교정(calibration)한 후 실험을 수행

한다. 본 실험에서는 이 과정이 필요 없는 방법을 적용하 다. 즉, 200 mm간격

으로 신호들을 획득한 후, 각 신호들의 비행시간 차이를 구하면 지연시간이 배

제된 순수하게 시험체 내부만 통과한 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다.

표 4.1 비행거리에 따른 주파수별 시간-속도 관계 (그림 3.23)

Frequency

(mm)
Distance

1.0 MHz 1.5 MHz 2.0 MHz

Time (㎲)
Velocity 

(mm/㎲)
Time (㎲)

Velocity 

(mm/㎲)
Time (㎲)

Velocity 

(mm/㎲)

0800 180.82 - 191.78 - 337.53 -

1000 222.47 4.80 236.71 4.45 410.96 2.72

1200 260.82 5.21 290.41 3.72 493.15 2.43

1400 300.27 5.07 337.53 4.24 574.25 2.47

1600 338.63 5.21 380.27 4.68 654.25 2.50 

Average - 5.08 - 4.27 - 2.53

표 4.1은 그림 3.23 (a)∼(d)의 비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STFT의 1.0, 1.5, 

2.0 MHz 주파수에 해당하는 측정시간과 속도를 나타낸 표이다. 이때 "Time"은 

각 거리에서 측정된 시간이며, "Velocity"는 현재의 행과 이전행에 해당하는 시

간차이를 비행거리차(200 mm)에 나누어 계산된 속도를 나타낸다. 평균(Average)

으로 표시된 속도는 각 열의 산술평균(算術平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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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파수별 시간-속도 관계 (표 4.1)

그림 4.1은 표 4.1 값의 분포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

로, 이때 표 4.2에서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slope)는 최소자승법

(RMS; Root mean square)으로 계산된 값으로, 일반적으로 실험오차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울기의 역수가 군속도에 해당한다.

표 4.2 주파수별 군속도 (그림 4.1)

Frequency 1.0 MHz 1.5 MHz 2.0 MHz

Slope (㎲/mm) 0.1967 0.2389 0.3984

Group velocity (mm/㎲) 5.08 4.19 2.51

그림 4.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유도초음파 수신신호 모드 분석기법 

(GWMIT : Guided Wave Mode Identification Technique)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표 4.2 측정치와, 그림 3.1 분산선도 이론치간의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2.25 MHz 탐촉자는 2.25 MHz 부근에만 주파수성분이 집중되어 있어

야 하나, 실제로는 물리적인 특성상 일정한 대역폭(band width)에 분산되어 있

으며, 초음파의 발생이 이론상의 점원(點原, point-source)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를 가진 탐촉자의 압전소자(piezoelectric material)로부터 발생 되므로, 

빔 퍼짐(divergence)으로 인한 에너지 분산(dispersion)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

과, 실제 1∼3 MHz의 주파수 대역에 신호가 존재하는 것을 그림 4.2(c), (d)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a)는 시간 RF 신호이며, (b) 위상속도분산선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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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 (d) STFT, (e) 군속도분산선도이다. 특이한 점은 (b), (e)의 경우 일반적

인 분산선도와는 달리, X축을 주파수 만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c) FFT 와 (d) 

STFT와 그 단위를 일치시켜 모드를 보다 명확히 분석 하고자 함이다.

그림 4.2 GWMIT (2.25 MHz 탐촉자, 입사각 30°)

쐐기의 30°입사각이 정해지면, 이론상의 위상속도는 5.37 mm/㎲ 으로 결정된

다. 그림 4.2(b)와 같이 이 위상속도에 해당하는 수직선을 긋고, 이 선분으로부

터 각각 1.0, 1.5, 2.0 MHz에 해당하는 주파수상의 수평선을 그림 4.2(e) 군속

도분산까지 그린다. 그러면 그림 4.2(d) STFT 의 경계선과 교차하는 점으로부터 

그 주파수성분에 해당하는 신호의 군속도성분의 비행시간을 구할 수 있다. 이 

값들이 바로 표 4.1에 정리된 실험시간이다. 반면, 수평선을 더 연장하여 그리

면, 그림 4.2(e) 군속도 분산선도와 교차하는 점으로부터 각각의 군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이론치로, 표 4.1의 실험측정속도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잘 들어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0°입사각에서 발생가능한 L(0,2), F(1,3)∼F(5,3)를 확인 할 수 있는 결

과로, 이를 통해 주파수 대역폭, 빔퍼짐 등과 같은 실험적인 한계에도 그림 3.1

에서 구한 유도초음파 분산선도를 실험에 그대로 적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 모드분석기법(GWMIT)은 시간, 주파수, 발생각, 위상속도, 군속도, 모드 

등의 관계를 한 눈에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실험치와 이론치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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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함검출 최적모드 선정

1. 선정방법

유도초음파를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최적모드 선정 기준은 대상체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며, 특별한 원칙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군속도 분산선도에서 속도가 되도록 가장 빠른 모드를 선정한다. 피검체에 결함

이 존재하게 되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초음파는 물리적인 특성상 경계면에서 모

드변환 되어, 그 모드와 속도가 바뀌게 된다. 이에 예상치 못한 신호가 발생하

기때문에 신호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물론 차기년도에 과제를 수행 

하면서 이 신호해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겠으나, 우선 가장 빠른 군속도를 

가지는 모드를 결함검출 모드로 선정하면 다른 모드들과의 식별이 용이 할 뿐아

니라 모드변화 여부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위상속도 분산곡선에서 비교적 평탄한 부분의 모드를 선정한다. 입사각에 의해 

결정되는 위상속도에 대해 fd 의 폭이 넓으면, 탐촉자의 초음파에너지 중에서 

많은  양(quantity)이 유도초음파로 변환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넓은 주

파수 역(board band; 주파수 역)으로 인해 펄스 폭(pulse duration; 시간

역)이 비교적 좁아져서 시간 분해능(resolution)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선정된 모드 부근에 여러 모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아야 한다. 비슷한 속도를 가

진 모드가 많게되면 그 구별이 어려워져, 신호의 특성 분석이 곤란해 진다.

선정된 모드 수신신호의 진폭(amplitude)이 되도록 커야 한다. 유도초음파의 가

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탐촉자의 이동없이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원거리탐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원거리에서도 수신가능한 모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적합한 탐촉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탐

촉자는 주파수 대역폭(Frequency bandwidth), 중심주파수, 크기나 모양 등이 제

한되어있다. 이러한 탐촉자 중에서 앞선 언급된 조건들을 만족하는 탐촉자을 선

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유도초음파의 발생 특성상, 고출력에도 그 특성을 잃지 

않는 탐촉자이어야 할 것이다.

2. 최적모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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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함검출 최적모드는 앞서 언급된 방법에 의거하여 선정되었다. 그림 3.1 군

속도 분산선도(a)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모드는 L(0,2)의 0.5 MHz 부근이다. 그

러나 위상속도곡선(b)에서 이 부분은 평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군속도 선도를 

보면 부근에 모드가 여러 개 발생될 여지가 있다. 반면 1.0 MHz 부근을 보면 비

교적 속도도 빠르며, 위상속도곡선에서 비교적 평탄할 뿐아니라, 군속도 선도의 

모드들이 뭉쳐있어 수신신호의 세기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 MHz 의 중

심주파수를 가진 탐촉자는 초음파 탐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쉽

게 구할 수 있다.

1.0 MHz의 중심주파수를 가진 탐촉자에서 L(0,2)를 발생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입사각은 31.6°이다. 그러나 제작된 웨지 각은 10°혹은 15°단위로 표기 되어

있으며, 탐촉자의 빔퍼짐 각, 주파수 대역폭 등의 고려하여 입사각을 본 연구에

서는 적절한 입사각을 30°로 선정하 다. 이때, L(0,2) 모드의 1.0 MHz 부근에

는 F(1,3), F(2,3) 이 비슷하게 뭉쳐있어, 이 모드들 또한 충분히 발생될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4.3은 Pitch-catch 법으로, 입사각 30°에서 0.2m 거리차에 따른 RF 신호

와 STFT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d)

Transducer Frequency 1.0 MHz Part 직선부

Angle 30° Method Pitch-Catch

그림 4.3 진행거리에 따른 신호. (a) 0.8 m (b) 1.0 m (c) 1.2 m (d) 1.4 m 

그림 4.4는 그림 4.3과 동일한 조건에 입사각 20°의 경우로, 그림 4.3에 비하

여 STFT가 명확하지 않으며, 거리차에 따라 신호의 진폭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

문에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4.3의 입사각 30°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진폭의 감쇠가 적기 때문에 보다 멀리 전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STFT 또한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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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Transducer Frequency 2.25 MHz Part 직선부

Angle 20° Method Pitch-Catch

그림 4.4 진행거리에 따른 신호. (a) 0.8 m (b) 1.0 m (c) 1.2 m (d) 1.4 m 

표 4.3은 그림 4.3 (a)∼(d) STFT의 1.0 MHz에 해당하는 비행시간을 비행거리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표시 방법은 표 4.1과 같으며 Average에 해당하는 값은 산

술평균값을 나타낸다.

표 4.3 비행거리에 따른 군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림 4.3, 1.0 MHz)

Distance(mm) Time (㎲) Velocity (mm/㎲)

0800 165.87 -

1000 208.27 4.72

1200 251.47 4.63

1400 293.33 4.78

1600 328.00 5.77

Average - 4.97
 

그림 4.5은 표 4.3 값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이때 직선의 기울기

(RMS)로부터 실험상의 군속도가 4.88 mm/㎲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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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간-속도 관계 (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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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은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수신신호 모드분석기법(GWMIT)를 통해 결함검

출 최적모드 선정을 보여준다. 먼저, 시간 역의 RF 신호(a)를 보면 몇 개의 모

드가 중첩되어 전파되고 있어, 어떠한 모드가 어떻게 전파 되었는지 알 수 없

다. 그러나 STFT를 이용하여 얻은 시간-주파수 역의 신호(d)를 보면 각 주파수

에 따른 시간의 정보가 제시되어져 있어 각 모드의 분산양상을 알 수 있다. 이

때 표 4.3과 비교하면, 보다 정확한 모드를 확인 할 수 있다. 

도착시간은 유도초음파의 군속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주파수에 의존

하는 군속도의 분산양상이 STFT에 의해 얻어지게 된다. 물론 STFT에 의해 얻어

지는 분산특성은 유도초음파의 전파거리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나, 분산의 경

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분산양상을 군속도 분산선도(e)와 비교함으로써 

모드를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파수 1.0 MHz, 시편두께 1.09 mm 즉, 

fd=1.09 MHz․mm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초음파의 모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때, 입사각이 30°임으로, 이론적인 위상속도는 5.37 mm/㎲ 로 정해진다. 이

를 위상속도 분산선도(b)와 군속도 분산선도(e)에서 찾아보면 어떤 모드가 전파

하 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즉,  그림 4.6(a)의 좌측(속도가 보다 빠른) 신호는 

L(0,2) 또는 (1,3), F(2,3) 모드이다. 이는 표 4.3의 실험속도와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a) 우측(속도가 보다 느린)신호는 STFT가 명확치 않고, 분산이 커서 

정확한 속도를 구할 수는 없었으나, 대략적으로 1.2 ∼ 1.8 mm/㎲를 얻을 수 있

었다. 이는 L(0,3) 혹은 F(1,5) ∼ F(5,5) 모드들의 연장선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6 결함검출 최적모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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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과제의 실험대상으로 선정된 증기발생세관에 대하여, 최적모

드 선정방법에 적합하며, 제안된 수신신호모드 분석기법으로 선정된 유도초음파 

결함검출 최적모드는 L(0,2) 또는 (1,3), F(2,3) 이며, 이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1.0 MHz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며, 웨지 입사각은 30°이다.



- 52 -

참고문헌

[2-1] 이동훈,“유도초음파를 이용한 급수관내의 스케일 탐지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pp 6-28, (2001)

[2-2] K. F. Graff, wave motion in elastic solids, Dover Publication INC., 

New York, (1975)

[2-3] A. V. Oppenheim and R. W. Schafer, "Discrete-Time Signal 

Processing", Chap 11, Prentice-Hall, New Jersey, (1989)

[2-4] Fitch.A.H., "Observation of Elastic-Pulse Propagation in Axially 

Symmetric and Nonaxially Symmetric Longitudinal Modes of Hollow 

Cylinders," J. Acoust. Soc. Am., Vol. 35, pp 706-708 (1963)

[2-5] 송성진, 신현재, 박준수, “폴리에틸렌 코팅 가스배관의 광범위탐상을 위

한 유도초음파 모드 선정 및 결함검출”,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춘계학술발

표 논문집, pp 527-534, (2000)

[2-6] Joseph L. Rose "Ultrasonic Waves in Solid Me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1] http://www.mkckorea.com/korean.htm



- 53 -

부록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2002년도 원전기기 건전성평가 기술강습회', 국내 

가동중 및 건설중 원전의 증기발생기 설계 사양 및 검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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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     "Short Time Fourier Trasform (STFT)" MATLAB source

%==========================<Usage>=============================

%      stft(sampling frequency[MS/s], 'file name'); 

function tt = stft(fs, fdata)

z = load(fdata);

n = length(z);

t = (1:1:n)/(fs);

y = z(1:n);

%========= Figure #1 (RF signal ; Time - Voltage domain) ==========

axis tight;

subplot(2,1,1);

plot(t, y,'LineWidth',2);

set(gcf,'color','white')

set(gca,'xlim',[0 inf], 'ylim',[-0.6 0.6], 'Fontname', 'Tahoma', 'Fontsize', 9);

xlabel('Time [\musec]', 'Fontsize', 11);

ylabel('Amplitude [V]', 'Fontsize', 11);

grid on;

%========= Figure #2 (STFT ; Time - Frequency domain)==========

subplot(2,1,2);

specgram(y, 2^8, fs, 2^8, 255);    

[B,F,T] = specgram(y, 2^8, fs, 2^8, 255);    

set(gca,'xlim',[0 inf], 'ylim',[-inf 4], 'Fontname', 'Tahoma', 'Fontsiz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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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abel('Time [\musec]', 'Fontsize', 11); 

ylabel('Frequency [MHz]', 'Fontsize', 11);

colormap(jet);

grid on;

%============ SAVE STFT Information ===============

%save 'T.txt' T -ASCII

%save 'B.txt' B -ASCII

%save 'F.txt' F -ASCII

   

%============ SAVE Figure ===============

%saveas(gcf,'fig','bm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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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st Fourier Transform MATLAB source

%===================<Usage>=======================

%   Mfft(sampling frequency[MS/s], 'file name');

function tt = Mfft(fs, fdata)

ss = load(fdata);

n = length(ss);

t = (1:1:n)/(fs);

y = ss(1:n);

%===== Gate (Limited Range of Signal) ======

%sig = ss(2000:8000);

sig = ss;

%====================================

f_size = size(sig);

f_size1 = f_size(1)/2;

Y = fft(sig);

P_yy = Y.*conj(Y)/f_size(1);

f =  fs*10^6*(0: f_size1) / f_size(1);

%[maximum_value,index ] = max(P_yy)

%ff =  fs*10^6*maximum_value / f_size(1)

%========= Figure #1 (RF signal ; Time - Voltage domain) ==========

subplot(2,1,1);

axis tight;

set(gcf,'colo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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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t, y,'LineWidth',2);

set(gca,'xlim',[0 inf], 'ylim',[-1.0 1.0], 'Fontname', 'Tahoma', 'Fontsize', 9);

xlabel('Time [\musec]', 'Fontsize', 11);

ylabel('Amplitude [V]', 'Fontsize', 11);

grid on;

%========= Figure #2 (FFT ; Freauency - Power domain)==========

subplot(2,1,2); 

plot(f,P_yy(1:f_size1+1),'LineWidth',2);

set(gca,'xlim',[0 inf], 'ylim',[-inf inf], 'Fontname', 'Tahoma', 'Fontsize', 9);

xlabel('Frequency[HZ]', 'Fontsize', 11);

ylabel('Power', 'Fontsize', 11);

grid o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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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록 3은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유도초음파 관련 실험자료를 탐촉자의 샘플링 

rate, 웨지의 입사각, 트랜스듀서의 주파수, 검사체 조건(직관부, 곡관부) 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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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유도초음파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에 사용되는 배관의 결함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에 대한 이론 연구: 유도초음파의 특성, 모드 및 분산곡선과 

유도 초음파 신호해석을 위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 기법을 연구하 다.

◦ 증기발생기 세관을 대상으로 한 유도초음파 실험: 실험 대상을 증기발생기 세관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산선도를 계산하 고 모드 별 입사각을 계산하고 입사각 별 발생

되는 초음파 모드를 STFT와 군속도 측정을 통해 확인하 다. 또 유도 초음파가 배관의 

곡관부를 지날 때의 모드 변환 여부를 확인하 다.

◦ 수신신호 해석기술 개발: FR 신호, Fourier Transform 자료, 위상속도 분산곡선, 군속

도 분산곡선, 그리고 STFT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유도초음파의 모드

를 판별하는 기법을 확립하 다.

◦ 결함검출 최적모드 선정: 결함 검출에 최적인 유도 초음파 모드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경우 최적 모드를 선정하 으며 이를 실험적으

로 확인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유도초음파, 온라인감시, 기기 건전성, 비파괴검사



- 60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414/2003  

     

   Title / Subtitle 
An Experiment of Guided wave for the inspection of Pipes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H. S. Eom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team) 

  Researcher and 

    Department
 J. Y. Kim (ISA team),  J. H. Kim (ISA team)

 Publication

  Place 
 D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3. 2.

  Page   60 p.   Ill. & Tab.   Yes( ○ ), No (  )     Size    
 21×

 29.7cm   

  Note  

 Classified  Open( ○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report describes the theoretical study and the experiment of ultrasonic guided waves 

which are attractive for the online and real time inspection of pipes installed in nuclear 

power plants. The following list presents the main contents of the report.

◦The characteristics of guided wave, mode, dispersion curves, an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 which is necessary for the analysis of guided wave signal were studied and 

summarized.

◦The dispersion curves of steam generator tube was calculated. The incidence angle of 

ultrasonic wave to generate the specific mode was also calculated. And the mod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measurements of group velocity and STFT. We also identified the 

mode conversion of guided wave when it passed through the bent part of th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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