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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 전자기음향 유도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중수로 피더관의 결함 탐지

중수로 피더관은 캐나다의 중수로 원전에서 1996년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곡관부 균열이 발생하고 누설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더관의 건전성을 

확보 측면에서 비파괴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수로 피더관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형상을 가지며 공간 문제로 인하여 2회 굽힘 

부분이 존재 하며 대부분의 피더관에서 균열 발생 위치인 피더관 

곡관부로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비록 검사자의 접근이 가능한 

피더관이라 할지라도 고방사능 지역이라서 일반적인 초음파검사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더관 곡관부 균열 

탐지를 위한 비틀림 모드(torsional mode) 유도초음파를 적용한 결과를 

기술한다. 피더관에서 비틀림 모드 유도초음파의 가진 및 신호수신을 

위해서 배열형 전자기음향탐촉자 (EMAT;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를 설계, 제작하 으며 실제 피더관 곡관부에 가공된 인공 

결함에 대한 원거리 결함 탐지능을 실험하여 실제 가동중검사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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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itle : Flaw detection in PHWR feeder pipe using EMAT guided wave 

techniques

After the several incidents of cracking and leakage in the feeder 

pipe in Canadian CANDU reactor, the nondestructive examination is 

required for the integrity of feeder pipes. However, conventional 

ultrasonic methods are not easy to apply to the inspection because 

of the structural complexity and high radiation exposure to the 

examiners.   

This report describes a guided wave technique to detect a crack in a 

feeder pipe. An array of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EMAT) 

that can generate and receive torsional guided ultrasound was 

designed and fabricated for the testing of the feeder pipe. 

Artificial notches with various depths were fabricated in a bent 

feeder pipe mock-up and the detectability was examined from the 

distance of 2 m of the specimen.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were 

studied for the implementation of in-service inspection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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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수로 피더관은 압력관에 원자로 냉각재인 중수를 공급하고 핵분열 

반응에 의해서 가열된 중수를 증기발생기로 보내는 배관으로 600 MW급 가

압중수로형 원자로에는 입구측 380개, 출구측 380 개의 배관으로 구성된

다. 각각의 압력관 별로 중수를 공급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형상을 가지며 공간 문제로 인하여 2회 굽힘 부분이 존재한다. 중수로 피

더관은 원래 초기 설계, 건설 시에는 특별한 검사 요구 사항이 필요치 않

았는데 캐나다의 중수로 원전에서 1996년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곡관부 균

열이 발생하고 누설 사고가 발생하 다. 이에 따라 피더관의 건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더관에서 

균열 발생 위치인 피더관 곡관부로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며 비록 검사

자의 접근이 가능한 피더관이라 할지라도 고방사능 지역이라서 일반적인 

비파괴검사 방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초음파 탐상 검사법에 사용되는 탐촉자는 일반적으로 접촉 방식과 비접촉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종래에 사용되는 접촉식 초음파 탐촉자는 압전 

소자 방식으로 압전 소자의 전극 양단에 원하는 주파수의 전기에너지, 즉 

전압을 가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탄성파가 발생하며 반대로 압전소자

에 초음파 또는 탄성파 에너지를 가하면 전압의 변화를 초래하여 이를 전

기적으로 증폭함으로써 초음파 신호를 CRT 상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압전

소자에서 발생된 탄성파 진동이 검사체에 전달되어 검사체 내에서 전파해

야 한다. 그러나 압전소자와 공기 사이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매우 크

므로 에너지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어려우며  압전소자와 검사체 사이에 

음향에너지 전달을 위한 접촉매질이 필요하며 물, 리세린, 기계유, 꿀 

등을 검사체 표면에 바르고 검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탐촉자와 검사체가 접촉해야 하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비접촉 방식

이 개발되고 있는 데 비접촉식 초음파 탐상법으로 전자기음향탐촉자 

(EMAT;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가 대표적이다. EMAT는 초

음파 송수신의 기구만이 압전식 초음파탐상법과 다를 뿐 유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탐촉자 설계에 따라 초음파 모드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므로 비접촉식 초음파탐상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탐촉자와 검사체 사이의 거리가 수 mm 이내로 제한되며 전기

음향 변환 효율이 압전 방식에 비해서 낮으므로 일반적으로 tone burst 

펄스 방식으로 가진한다. EMAT는 제조 상태 또는 기차 바퀴와 같이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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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태의 검사체 표면 및 내부결함 탐상, 고온상태에서 재료 내부결함 

탐상,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배관결함 탐상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초음파

의 전달을 위한 접촉매질이 필요없이 초음파를 송수신하므로 잔류응력이

나 결정이방성, 그리고 재료의 미세구조 평가 등과 같은 재질평가에도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종 EMAT 탐촉자의 원리 및 설계에 대해서 다루며 

특별히 중수로 피더관의 균열 검사에 응용하기 위한 EMAT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수로 피더관은 일반적인 배관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각종 원전 배관이나 산업 설비 배관의 결함 탐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는 가스 및 유류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지하매설배관, 지상에 노출되

어 있지만 많은 연결부와 단열재로 싸여있는 석유화학설비 배관, 그리고 

직경이 비교적 작지만 여러 개의 배관이 다발로 묶여있는 발전설비 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배관의 장거리 검사에 EMAT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배관은 직경에 비하여 두께가 얇기 때문에 Lamb파와 같은 유도초

음파가 전파하기 쉬운데 이러한 유도초음파를 발진/수신하기 위해서 코일

과 구자석을 적절히 배열하여 EMAT를 설계, 제작하면 원하는 모드의 유

도초음파를 손쉽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배관의 결함 탐상

에 적용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Fig. 1-1 Feeder pipes in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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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음향탐촉자(EMAT)에 의한 초음파 송수신 이론

 

2.1 전자기음향파 발생 원리

   EMAT 에 의한 초음파 송수신 원리는 로렌츠힘과 자왜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비자성 금속에서는 로렌츠힘에 의해서 초음파의 발생과 

수신을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나 자성체 특히 초음파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강관의 경우에는 자왜 현상까지 포함하여 그 현상이 매우 

복잡하다. 

   금속 내에서 전자기장에 의한 탄성파의 발생은 전자기장과 탄성파에 

대한 지배방정식에 따르는 데 로렌츠힘 
)( Lf

ρ
, 자화력 

)( Mf
ρ
, 자왜력 

)(MSf
ρ

의 3종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f (L )
−−−−→

= Je

−→
B 0

−−→
(2-1)

f (M )
−−−−−→

= (∇H
→

) M 0

−−−→
(2-2)

f (M S )
−−−−−−−→

= ∇ (e H
→

) (2-3)

여기서 eJ
ρ
=와전류 도, B 0

−−→
= 바이어스 자속 도, M 0

−−−→
= 바이어스 자화, e

=자왜 상수 텐서이다. 또한 바이어스 자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위 면적

당 표면에서 수직한 끄는 힘 (traction force) 
)(

33
MT 도 파동 발생에 기여

하는 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n
M MMT 03

0

)(
33

1
µ

=
(2-4)

여기서 nM =자화의 표면에서 수직한 성분이며 자화된 금속의 표면에서 급

격한 전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다. 식(2-1)-(2-4)를 이용하여 금

1 H. Ogi, "Field dependence of coupling efficiency between electromagnetic filed and 
ultrasonic bulk waves", J. Appl. Phys., 82 (8) 3940-393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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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내에서 전자기장에 의해 유발되는 모든 힘을 표현할 수 있다. 

Fig. 2-1에서 왼쪽 그림은 Lorentz 힘을 이용하는 EMAT로써 금속 재료 표

면에 와전류를 형성하기 위한 코일과 정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자석으로 

구성되는 데 표면 근처에 놓인 코일에 교류 전류를 인가하면 재료 표면에 

와전류 J
→
 가 유도되며, 여기에 정자기장 B

→
와 반응하여 재료 표면의 입자

들은 식 (2-1)에 의한 Lorentz 힘 F
→
를 받는다.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려

주므로 표면에 유도되는 와전류는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이에 따라 

힘의 방향도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재료 표면 입자들이 진

동하게 되며 초음파가 발생된다. 식 (2-1)에서 와전류와 정자기장은 벡터

이므로 힘의 방향은 항상 와전류와 정자기장에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Fig. 2-1 과 같은 구조의 EMAT에서는 횡파 모드의 초음파가 

발생되며, 만약 와전류 방향 또는 정자기장 방향이 모두 재료 표면에 수

평하게 형성된다면 힘의 방향이 재료 표면에 수직하므로 종파 모드의 초

음파가 발생한다. 

Fig. 2-1의 오른쪽 그림의 자왜 현상은 자성 재료에만 적용되는 초음파 

발생기구인 데 정자기장으로 재료 내부의 자구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시

키고 여기에 코일로부터 발생하는 동자기장으로 자기적 상태의 변화를 주

면 재료 표면에 자기 변형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초음파가 발

생한다. 

Lorentz 힘에 의한 초음파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지만 자왜 현상

에 의한 초음파 세기는 자기장에 비례하지 않는다. 즉 자상재료의 자왜는 

재료에 따라 모두 다르며 외부 자기장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므로 

자왜계수 (Magnetostrictive coefficient)의 변화가 최대인 자기장 역

에서 초음파 송수신을 하여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강자성 재료에서

는 자왜 현상과 함께 Lorentz 힘도 기여하지만 낮은 정자기장 역에서는 

주로 자왜 현상에 의해서 초음파가 발생한다.

표면파 또는 판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Fig. 2-2에 보인 바와 같은 구

조의 EMAT를 사용하는 데 구자석에서 시편에 수직하게 정자기장을 유지

하고 사행 코일에서 동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구자석의 극은 일정한 반

면 사행 코일을 흐르는 전류는 서로 반대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Lorentz 

힘의 방향도 서로 반대가 된다. 따라서 전류의 극성에 따라 첫 번째 코일

에 압축 응력이 유도된다면 두 번째 코일에는 인장 응력이, 세 번째 코일

에는 다시 압축 응력이 유도된다. 이런 방식으로 유도된 응력에 의해 초

음파는 코일 주기 D 와 초음파 파장 λ 간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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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 sin−1 λ
D

(5)

여기서 θ는 입사각도이다. 

초음파 주기와 코일 주기가 같은 경우 즉 D = λ인 경우 θ = 90o
 이므로 

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초음파 즉 표면파가 되며 두 주기의 비율에 따라 

입사 각도가 결정된다. 판재의 경우 두 주기의 모든 비율에 해당하는 파

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위상속도 분산선도에 존재하는 파동 모드만이 

가능하므로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이용하여 코일의 주기 또는 초음파 파장

에 해당하는 직선과 교차하는 점에 해당하는 모드 및 주파수가 발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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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echanism of ultrasound generation by EMAT.

Fig. 2-2 Generation of surface wave or Lamb wave by 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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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기음향파탐촉자(EMAT)의 종류

   EMAT는 원하는 초음파 모드와 적용 대상 검사체에 따라 다양한 자석과 

코일의 배치가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의 초음파 모드를 발진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에 사용되는 EMAT는 주로 판파 및 표면파 발진/수신에 많이 사

용되며 재료 특성 평가, 특히 정 한 초음파 속도 측정 또는 탄성계수 측

정 등에는 수직형 횡파나 종파를 사용하기도 한다. 

2.2.1수직 입사 횡파용 EMAT

　　 　  

Fig. 2-3 EMAT for normal beam shear wave.

   Fig. 2-3에 보인 바와 같이 2개의 직방체형의 구자석과 와류형 코일

로 구성되며 시험체에 접근해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시험체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횡파가 발생한다. 횡파의 진동 방향은 와류형 코일의 긴 

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이다. 송신 기구의 역으로 진동 방향의 횡파를 

수신할 수가 있다. 주파수대역은 소용돌이쳐 코일의 권수와 자석의 주기

에 의존하며, 0.1 ~ 20 MHz 범위이다. 검사체가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 비

자성체일 경우에는 로렌츠힘에 의해 횡파가 발생하나, 강철이나 니켈과 

같은 강자성체 때는 자왜력에 의해 횡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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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수직입사 종파/횡파용 EMAT

Fig. 2-4 EMAT for normal beam longitudinal/transverse wave.

   1개의 원통형 구자석과 원형 코일로부터 구성된다. 검사체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종파와 횡파가 발생한다. 횡파의 진동방향은 원형 코일

의 반경 방향이며, 송신 메카니즘의 역 과정에 의해 같은 편향방향의 횡

파와 종파를 수신할 수가 있다. 종파는 자석의 외측 및 자석의 중심 근방

에서 발생한다. 주파수대역은 원형 코일의 권선수에 따르며 0.1 ~ 20 MHz 

범위이다. 자왜력에 의해서는 종파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자성체

에서는 횡파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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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PM형 SH표면파용 EMAT　

Fig. 2-5 PPM EMAT for Shear horizontal surface wave.

   PPM(Periodically-arrayed Permanent Magnet) 형 EMAT는 소용돌이 코

일판 또는 사행형 코일판 위에, 여러 개의 얇은 구자석을 배치하는 형

태이다. 구자석의 자극 방향을 교대로 배치할 경우 구자석의 N-S-N-S

극의 주기와 동일한 주기의 SH표면파(Shear Horizontal)가 발생한다. 즉, 

발생되는 SH표면파의 파장은 배열된 구자석의 두께의 2배가 되며 구

자석의 두께가 얇을수록, 높은 주파수의 SH표면파가 발생된다. 그러나 너

무 얇은 구자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력도 약해져, 실제, 1mm이하의 얇

음의 구자석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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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구자석 SH표면파용 EMAT

Fig. 2-6 EMAT for Shear Horizontal mode with permanent magnet.

   전자석 또는 구자석을 사용하여 시험체에 자장을 가한 상태에서 등

간격 사행 코일을 시험체 표면에 접촉하면, 자왜효과에 의해 SH표면파를 

송수신 할 수 있다. SH표면파의 파장은 사행 코일 간격의 2배이므로 보다 

조 한 사행 코일을 제작하면 고주파 SH표면파를 발진할 수가 있다. 다

만, 자왜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험체가 강자성체라야 하며 자왜 응

력은 시편의 판 두께의 증가와 함께 현저하게 저하하므로, 이 후판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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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축대칭 SH파용 EMAT 

Fig. 2-7 EMAT for axisymmetric shear horizontal wave.

   축대칭 SH파란, 원주 혹은 배관 형상 시편의 표면을, 원주방향을 진행

하는 SH표면파를 의미한다. 솔레노이드 코일 등으로 시편을 축방향으로 

자화한 상태에서 시편 표면에 감은 사행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면 자왜

효과에 의해서 SH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축대칭 SH파는, 원주방향으로 

도는 파동으로 파장의 정수배가 원주 길이가 되면 공명이 일어나며 무한

한 공명 모드가 존재한다. 제일 낮은 진동 모드는 시료 표면 근방에 집중

되며 공명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내부 두께 방향으로 침투한다. 이러한 특

성을 이용해 배관의 반경 방향 재질 변화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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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배관의 부식탐상용 SH파 EMAT 

Fig. 2-8 EMAT for shear horizontal mode for the inspection of pipe.

   PPM-EMAT에 바퀴를 부착하여 배관 안쪽을 축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원주

방향으로 SH 판파를 송신한다. SH파는 원주 방향으로 돌아서 수신용 EMAT 

또는 발진한 EMAT로 수신된다. 배관 외측에 부식에 의한 감육이 존재할 

경우, 원주를 돌아온 SH 판파의 진폭과 위상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배관의 부식을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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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선초점형 EMAT 

   사행 코일 위에 구자석을 하나의 키라고 사행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SV파로 불리는 횡파가 시료 내부에 사각 발진된다. 초음파의 방

사 각도는 사행 코일의 간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코일 간격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 일직선 상에  SV파를 집중시킬 수가 있다. 선초점에서의 에

너지의 집중도에 따라, 최대 50 μm 정도 깊이의 노치에서의 에코도 검출

할 수 있다. 

Fig. 2-9 Line focus 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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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형 EMAT 설계시 와전류 발생에 의한 향

   구자석과 나선형 코일을 사용하여 EMAT를 구성할 경우 구자석에 

의한 정자기장 이외에 코일에 의해 시편 표면에 와전류가 유도된다. 시편 

표면에 유도된 와전류도 자장과 반응하여 로렌츠 힘에 의한 초음파가 발

생할 수 있다2. Fig. 2-10에 시편 내에 발생한 와전류와 이에 따른 동자

기장 BD 를 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편 내부에서도 동자기장이 형성되

어 Fig. 2-11에 보인 바와 같은 방향별 로렌츠 힘이 발생한다. 이것은 원

래 코일에 의한 로렌츠 힘에 추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Fig. 2-12에 보인 기본적인 구자석에 의한 정자기장에 의한 향에 비

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거나 시편이 소형화할 

경우에 상당한 향을 끼칠 수도 있다. 

판재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Lamb 파의 파형을 Fig. 2-13에 보 다. 이 

파형 구조는 두께 6.5 mm 인 판재의 분산선도 계산에서 구한 것으로 피더

관의 원주 유도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곡률을 무시하고 평판으로 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적색으로 표현된 변위를 보면 표면에 평행한 변

위가 주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변위는 주로 Fig. 2-13 에 보인 기구로 시

편에 평행한 변위가 나타난다. 

동일한 EMAT로 Rayleigh 파도 발진할 수 있는 데 이론적으로 Rayleigh 파

는 판재에 수직한 변위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벡터적으로 수평

한 변위 성분이 공간적으로 합성된 복잡한 파동 형태이다. 여기서는 물리

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Fig. 2-13에 보인 바와 같이 표면에 수

직한 힘 성분과 수평한 힘 성분의 공간적인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

제로 이러한 표면파는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 에너지의 감쇄가 발생하는 

데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이므로 빔 경로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에 의한 

반사파 에너지는 표면 거칠기에 따른 감쇄를 감안하여 예상보다 작게 나

타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Rayleigh 파와 동시에 체적파도 발생하므로 

표면파 신호를 해석할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표면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면에 손을 대서 신호 파형의 댐핑 변화 정도를 파악해서 판

단할 수 있다. 

2 S. Dixon, S. B. Palmer, "Wideband low frequency generation and detection of Lamb and 
Rayleigh waves using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s (EMATs)", Ultrasonics, accepted for 
publicat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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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BD BD

Sample

BD BD

Fig. 2-10 The cross-sectional view of the pancake coil and the 

generated eddy current in the sample surface and the dynamic 

magnetic field(BD) of the coil.

Sample

BDN BDN
BDN

BDT BDT

FDN FDN
FDT F`DT

FDT

Sample

BDN BDN
BDN

BDT BDT

FDN FDN
FDT F`DT

FDT

Fig. 2-11 Normal (FDN) and tangential (FDT and F`DT) forces that arise 

due to interaction of the dynamic magnetic field (BDN, BDT and B`DT) 

of the coil with the eddy current generated in the metal surface.

Fig. 2-12 Tangential (FST) forces that arise due to the interaction 

of the static magnetic field(BSN) of the permanent magnet with the 

eddy current generated in the metal surface. These forces will add 

to those generated by the interaction of the eddy current with the 

dynamic field of the generation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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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 mode (b) S0 mode

Fig. 2-13 Wave structures of A0 mode at f=350 kHz and S0 mode at 

f=45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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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MAT 가진을 위한 장비 구성

   초음파 탐촉자의 가진을 위해서는 spike 형태의 광대역 펄스나 

tone-burst 형 협대역 펄스가 이용된다. Spike 향 펄스는 전자적으로 발

생이 용이하고 시간 폭이 좁으므로 일반적인 초음파탐상기에 가장 이용되

고 있는 펄수 형태이다. 반면에 tone-burst 형 펄스는 전자적으로 발생시

키기는 어렵지만 펄스의 에너지가 클뿐 아니라 주파수 폭이 좁으므로 초

음파 속도 측정과 같은 분야에서 선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EMAT는 접촉

식 초음파 탐촉자에 비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진동에너지로 변환시

키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spike 형보다는 tone-burst 형 펄스를 이용한

다. Fig. 2-14에 일반적인 EMAT 송수신 장비 구성을 보 다. 함수발생기

로부터 공급되는 정현파를 RF gated amplifier로 전력 증폭하여 송신용 

EMAT에 공급하면 재료 표면에 초음파가 발생되고 수신된 신호는 신호증폭

기로 증폭하고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관찰한다. EMAT 가진/수신 시에는 

송수신 코일과 장비 사이의 임피던스 정합이 매우 중요하므로 실제 EMAT

를 저작할 경우 이점을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Fig. 2.14 Block diagram of EMA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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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MAT 초음파의 방향성

   앞서 Fig. 2-1의 왼쪽과 같은 구조를 갖는 EMAT로는 평면파를 발생시

킬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자석을 배열한 PPM EMAT (Periodically-arrayed 

Permanent Magnets EMAT) 나 여러 주기를 갖는 구불구불한 사행 코일을 

사용하면 표면파 또는 Lamb파 형태의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N N

N NS S

S S

Elongated 
Sprial coil

N N

N NS S

S SN N

N NS S

S S

Elongated 
Sprial coil

N

S

Meander
coil

N

S

Meander
coil

(a) PPM-EMAT (b) Meander coil EMAT

Fig. 2-15 EMAT for guided wave generation.

Fig. 2-15(a) 에서 보인 유도초음파  송수신용 EMAT은 여러 개의 진동 원

이 배열되어 있는 형태인 데 각 진동원에 의해 재료 표면에 초음파가 발

생되며 각 진동원에 의해 발생한 초음파의 간섭에 의해 초음파 진행 방향

이 결정된다. EMAT로 발생된 초음파의 진행 방향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H(θ ) = |
 sin (

1
2

)kL sin θ )

(
1
2

)kL sin θ
| | 1

N

 sin (
N
2

)kd sin θ )

(
1
2

)kd sin θ
| (2-6)

위 식에서 k,  L,  d는 각각 파수, 진동원의 길이, 진동원 간의 간격이다. 낮

은 주파수에서는 주 빔이 진행방향이 재료에 수직한 방향으로부터 멀어지

고, 주 빔의 폭 또한 큰 반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주 빔의 방향은 수직

한 방향과 가까워지고 빔 폭도 줄어든다. 유도초음파는 분산 특성을 가지

므로 초음파 빔의 재료로의 입사 방향을 조절해야 하는 데 접촉식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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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촉자는 빔의 굴절을 위해 사각 웨지를 삽입하는 반면 EMAT에서는 구동 

펄스의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빔의 입사각을 결정하므로 제작된 초음파 진

행방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6 임의 load 에 대한 Gated Amplifier 출력에 대한 임

피던스 매칭

   초음파 송신기의 출력 임피던스와 탐촉자 간에 임피던스 매칭이 탐촉

자 효율과 관련하여 실제 탐촉자를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압

전 세라믹과 같이 낮은 임피던스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대개의 경우 소자와 평행하게 코일이나 콘덴서를 연결하여 

임피던스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프리앰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 매칭이 

중요한 데 일반적으로 프리앰프는 입력단에는 높은 임피던스 (약 1 MΩ), 

출력 단에는 낮은 임피던스 (50 ~ 100 Ω)이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EMAT와 

같은 코일 소자는 이러한 프리앰프와 큰 임피던스의 부정합이 나타나므로 

에너지 전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프리앰프 전단에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LC 매칭 회로는 탐촉자와 앰프 사이에 두개의 유도성 

소자 (Xa, Xb)를 추가하여 탐촉자로의 에너지 전달을 최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프리앰프와 탐촉자의 임피던스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일

단 프리앰프 출력단의 임피던스를 저항성 임피던스 50Ω (Ri=50, Xi=0)이

라고 가정하자. 

탐촉자의 임피던스는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데 측정치가 탐촉자의 음향 

하중이나 케이블에 향을 받는다. 또한 탐촉자를 시편에 부착한 경우 주

파수에 민감한 시편 공명 효과가 발생하여 쓸모없는 측정이 될 수도 있

다. 이럴 경우에는 감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크기가 큰 시편을 사

용하여 공명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통상적인 직렬형 임피던스 매칭 회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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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Serial impedance matching circuit.

앰프 출력 임피던스는 

Zi = Ri + jXi (2-7)

탐촉자 입력 임피던스는 

Z0 = R0 + jX0 (2-8)

여기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Xa =
− (R 2

i + X 2
i )

QRi + Xi
(2-9)

Xb = QR0 − X0 (2-10)

여기서 Q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Q =

√
(

Ri (1 + (
Xi

Ri
)2

R0
) − 1 (2-11)

탐촉자 임피던스가 Fig. 2-17와 같이 평행 형태로 주어진다면 식 (2-12)

과 (2-13)을 사용하여 직렬형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식 (2-14) 및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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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와 같이 회로 내에 소자 값을 계산할 수 있다.

Rs = Rp
1

1 + (
Rp

Xp
)2

(2-12)

X s = Xp

(
Rp

Xp
)2

1 + (
Rp

Xp
)2

(2-13)

Rp = Rs [1 + (
Xs

Rs
)2] (2-14)

X p = Xs

1 + (
Xs

Rs
)2

(
Xs

Rs
)2

(2-15)

Fig. 2-17 Impedance conversion from parallel type to serial type.

이 식들은 모두 송신측, 즉 앰프에서 탐촉자로 연결할 때 적용되는 임피

던스 매칭의 경우이며 만약 Zi 와 Z0를 바꾼다면 수신 탐촉자에서 프리앰

프로 보낼 경우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Q  값은  가 존재하므로 각각

의 경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총 4개의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값들이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있

으며 Q  값이 허수가 되면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계산된 소자의 값이 현

실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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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증폭비

앰프의 출력에서 탐촉자로 가는 전압의 비율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 임피

던스 매칭이 잘 설계되었다면 앰프 출력 파워는 

Power =
E 2

out

50
(2-16)

탐촉자에 가해지는 파워는 

Power =
E 2

transducerR0

|Z0|2 (2-17)

여기서 Eout 와 Etransducer 는 각각 앰프 출력과 탐촉자의 전압이다. 식 

(2-16)과 (2-17)을 같다고 놓으면 다음과 같이 전압 증폭비를 구할 수 있

다.

Etransduce
r

Eout
=
|Z0|√
50R0

(2-18)

여기서 Z0 는 탐촉자 임피던스의 절대값이다.

Example 1. 사행코일 표면파 EMAT

주파수 1.5 MHz에서 벡터임피던스 메터로 측정한 EMAT의 임피던스 값은 

다음과 같다.

R0 = 0.512Ω; X0 = 0.844Ω

EMAT는 임피던스가 매우 낮으므로 EMAT 케이블을 포함하고 임피던스메터

의 케이블은 보상해야 한다. 식 (2-9)-(2-11)에 따라 임피던스 매칭 소자

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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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 50Ω; Xi = 0

Q =

√
(

50
0.512

− 1 ) = 9.83

Q = 9.83 을 사용하여 

Xa =
− 502

9.83 50
=− 5.09Ω; Ca =

1
2πfXa

= 0.0208µF

Xb = 9.83 0.512 − 0.844 = 5.88Ω; Lb =
2πf
Xb

= 0.444µH

Fig. 2-18 Solution No. 1 (low pass).

Fig. 2-19 Matching network output.

다른 방법으로 Q =− 9.83 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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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 =
− 502

− 9.83 50
= 5.09Ω; La =

2πf
Xb

= 0.54µH

Xb =− 9.83 0.512 − 0.844 =− 5.88Ω; Cb =
1

2πfXa
= 0.018µF

Fig 2-20 Solution No. 2 (high pass).

이제 수신 탐촉자의 경우를 위해서 Z0 와 Zi 을 교환하면 다음 2개의 해

를 구할 수 있다.

Ri = 0.512Ω; Xi = 0.844Ω; R0 = 50Ω; X0 = 0

Q =

√
(

0.512 [1 +
(0.844

0.512 )2 ]

50
− 1 ) =

√
− 0.96



- 25 -

이 값은 허수이므로 최종적으로 2개의 해만이 존재한다.

전압증폭비는 식 (2-18)로부터 

Etransducer

Eout
= |0.512 + j0.844|√

50 0.512
= 0.195

이 값은 상당히 낮은 값이다. 이 경우에는 고조파의 감쇄가 심한 

solution no.1 이 좋다.

Example 2. Pancake 형 EMAT

주파수 1.5 MHz에서 벡터임피던스 메터로 측정한 EMAT의 임피던스 값은 

다음과 같다.

R0 = 1.549Ω; X0 = 9.295Ω

EMAT는 임피던스가 매우 낮으므로 EMAT 케이블을 포함하고 임피던스메터

의 케이블은 보상해야 한다. 식 (2-9) - (2-11)에 따라 임피던스 매칭 소

자의 값은,

Ri = 50Ω; Xi = 0

Q =

√
(

50
1.549

− 1 ) = 5.59

Q =+ 5.59 을 사용하여 

Xa =
− 502

5.59 50
=− 8.94Ω; Ca =

1
2πfXa

= 0.0119µF

Xb = 5.59 1.549 − 9.295 =− 0.632Ω; Cb =
1

2πfXa
= 0.168µ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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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Solution No. 1

Q =− 5.59 을 사용하면 

Xa =
− 502

− 5.59 50
= 8.94Ω; La =

2πf
Xb

= 0.948µH

Xb =− 5.59 1.549 − 9.295 =− 17.958Ω; Cb =
1

2πfXa
= 0.00591µ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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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Solution No. 2

이제 수신 탐촉자의 경우를 위해서 Z0 와 Zi 을 교환하면 다음 2개의 해

를 구할 수 있다.

Ri = 1.549Ω; Xi = 9.295Ω; R0 = 50Ω; X0 = 0

Q =

√
(1.549 [1 + (

9.295
1.549

)2]

50
− 1 ) = 0.38

Q =  + 0.38 을 사용하면

Xa =
− (1.5492 + 9.2952 )
0.38 1.549 + 9.295

=− 8.98Ω; Ca = 0.0118µF

Xb = 0.38 50 − 0 = 10Ω; Lb = 2.02µ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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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Solution No. 3

Q =  − 0.38 을 사용하면

Xa =
− (1.5492 + 9.2952 )

− 0.38 1.549 + 9.295
=− 10.2Ω; Ca = 0.0104µF

Xb =− 0.38 50 − 0 =− 19Ω; Cb = 0.00558µ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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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Solution No. 4

전압증폭비는 식 (2-18)로부터 

Etransducer

Eout
= |1.549 + j9.295|√

50 1.549
= 1.07

전압비가 거의 1이므로 매칭 회로 통과 시에 전압 강하는 거의 없으며 여

기서 하나를 제거해도 좋다. 식 (2-14) - (2-15)에서 평행형 회로를 계산

하면 

Xp = 9.55Ω ; Rp = 57.3Ω

이것은 Cp = 0.0111µF 사용할 경우 저항성 임피던스는 57.3Ω 라는 의미로

서 앰프 임피던스 50Ω 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다음의 solution No. 

5 가 최선의 선택이며 때때로 단순히 capacitor 하나를 EMAT와 평행하게 

연결함으로써 임피던스 매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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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Solution No. 5

실제로 다양한 EMAT에 대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하여 Fig. 2-26에 수신 

EMAT 용 임피던스 변환기, Fig. 2-27에 송신 EMAT용 임피던스 변환기의 

회로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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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T matching box (from RITEC)

Fig. 2-26 REMP-128 - Receiving EMAT matching network.

Fig. 2-27 TEM-128 Transmit EMAT match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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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더관 검사를 위한 유도초음파 모드 해석

   유도초음파를 이용하여 배관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관의 

제원 및 재료 특성을 고려한 분산선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작성된 분산선

도를 기초로 진동 모드 및 주파수를 선정하고 파형 모드를 분석한 뒤 이

에 맞는 가진 센서 및 송신 센서를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은 이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유도초음파를 이용하여 

배관을 검사할 때 결함 검출을 위한 다양한 검사 파라메터 및 최적 결함 

탐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유도초음파의 결함 탐지능  

결함을 무차원 파라메터로 정의한다. 즉 결함의 축 방향 길이는 파장으로 

나눈 값, λ/aA = , 결함의 깊이는 두께로 나눈 값, tbB /= , 원주 방향 

길이는 원주 길이로 나눈 값, MR
cC
π2

=
으로 정규화한다. 

두께 스텝이 진 노치에서 반사계수는 정량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3

)/(1
)/(1

LR

LR
S AA

AA
R

+
−

=
(3-1)

여기서 LA =스텝 이전에 단면적, RA =스텝 이후에 단면적이다. 그러나 

Strain energy Density (SED)가 반경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해야 한다. T(0,1) 모드와 L(0,2) 모드에서 SED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수

록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노치의 위치가 내면인가 외면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3 A. Demma, P. Cawley, M. J. S. Lowe, A. G. Roosenbrand and B. Pavlakovic, ‘The reflection of 
guided waves from notches in pipes: a guide for interpreting corrosion measurements’, NDT&E 37 
(200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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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L

mRR

mLL

mRR

S

RA
RA
RA
RA

R
+

−
=

1

1

(3-2)

여기서 mLR =스텝 이전에 평균 반경, mRR =스텝 이후에 평균 반경이다. 

식 (8)는 물론 산란 문제에 대한 정 해로부터 구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배관 직경과 두께를 변수로 놓고 결함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 대

한 직관적인 표현이며 FE 모델 계산의 경우에도 오차가 5% 이내에서 들어

맞으며 실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스텝 투과계수는 단순히 에너지 보전 법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22 =+ SS TR (3-3)

이 식은 T(0,1) 모드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모드로의 변환이 없으므로 정

확히 들어맞으며 L(0,1) 모드의 경우에는 소량의 에너지가 L(0,1) 모드로 

변환하기는 하나 실험적 관점에서는 무시할 만하므로 식 (3)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반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크기와 형상의 결함을 가

정하고 이를 FE 모델로 계산해야 하는 데 여기서는 모든 깊이, 길이에 대

한 일반화된 결함 형상에 대해서 반사계수를 고려하자. 이를 위한 기본 

원리는 특정한 주어진 결함 깊이(B%), 원주 방향 길이(C%), 축방향 길이

(A%) 와 결함 위치를 조합하여 최대 반사계수와 최소 반사계수를 결정한

다. 최대 반사계수 Q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21
2

S
S R

RQ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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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AT를 적용한 피더관 검사

초음파를 이용하여 배관의 결함을 탐상하는 방법으로 배관의 두께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부식 결함 평가 방법과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초음파를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4. 유도초음파는 파장에 비해 배관의 두께가 얇을 경우에 발생하는 

판파의 일종인 데 접촉식 방법인 압전형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는 방법

과 비접촉식 방법인 EMAT 나 자왜초음파 탐촉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시험 방법을 모두 피더관 검사에 적용하

으며 1)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비틀림 모드 유도초음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EMAT를 설계, 제작하여 시험하 으며 2) 배관의 원주를 따라 도

는 유도초음파를 송수신 하는 EMAT를 제작하여 시험하 다.

4.1 비틀림 모드를 이용한 원거리 축방향 유도초음파 검사

4.1.1비틀림 모드 유도초음파용 EMAT 설계 제작

EMAT 초음파 탐촉자는 고유한 공진주파수와 대역폭이 정해지는 압

전형 초음파 탐촉자와는 달리 PPM(Periodic-array Permanent Magnet) 형 

구 자석의 자석 배열 주기와 코일 간격에 따라 어떤 주파수라도 발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Fig. 4-1에서와 같이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구

한 뒤 자석간의 거리 또는 주기에 따른 직선을 그어 발진 모드와 주파수

가 정해진다. Fig. 4-2에는 피더관에 대한 군속도 분산선도를 보 다. 예

컨대 Fig. 4-1에서 주파수=200 kHz, 비틀림 모드 T(0,1)을 발진하기 위해

서 Fig. 4-3에서의 PPM 자석의 간격 D(or λ) = 16.8 mm 으로 결정된다. 

만약 이 값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못할 경우 이의 

1/2 이나 2배수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PPM 자석의 간격을 λ/2로 

놓고 자석과 코일의 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파동의 변위 형태를 Fig. 4-4

에 보여주었다.

4 안봉 , 김 주, 김 길, 이승석, “배관결함 검출을 위한 EMAT 시스템 개발”, 

비파괴검사학회지, 24 (1) pp.15-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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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s and Design of PPM-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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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Group velocity dispersion curves and Design of PPM-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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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Design of period of PPM-EMAT for SH wave or torsional 

guided waves.

Fig. 4-4 Explanation of displacement direction of SH wave or 

torsional guided waves with PPM-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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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계 개념을 기초로 하여 배관의 축방향으로 진행하는 비틀림 모

드 유도초음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Fig. 4-5에 보인 바와 같은 배열형 

EMAT를 설계, 제작하 다. 송신용 배열형 EMAT에서 발생된 T(0,1) 모드가 

비틀림 모드로 배관을 진행하다가 곡관부 균열에서 되돌아오는 초음파 에

너지를 수신용 EMAT에서 감지하도록 제작되었다. 4 개의 배열형 송신 

EMAT를 사용하 는 데 Fig. 4-6에 보인 바와 같이 4개의 EMAT에 인가하는 

전류의 방향 또는 각각의 EMAT에서 발생시키는 변위의 방향에 따라 두 종

류의 SH 파 또는 torsional mode 가 발진된다. 한편 수신용 EMAT는 송신

용 EMAT 와 거리를 두어서 200 mm 전방에 배치하 다. 

Fig. 4-5 Design of an array of EMAT for generation and reception of 

torsional guided wave.

T(0,0) T(0,1)

Fig. 4-6 Vibration mode by array EMAT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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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피더관에 적용 실험

4.1.2.1 피더관 시편 가공 및 EMAT 제작

제작된 EMAT를 피더관 검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Fig. 4-7 과 같은 

2차 곡관부가 존재하는 피더관 시편에 인공결함을 EDM 방법으로 가공하

다. Table 4-1에 인공결함의 제원을 표시하 는 데 결함의 탐지능을 알아

보고자 두께 대비 5%에서 40%까지 다양한 인공 notch를 가공하 다. 

Fig. 4-8에 완성된 배열형 EMAT를 피더관에 장착한 사진을 보 으며 Fig. 

4-9 에는 전형적인 EMAT 검사 신호 패턴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4-7과 같이 배열형 EMAT를 피더관 시편 끝부분에 장착하고 신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가진용 EMAT와 수신용 EMAT 간에 거리가 존재하므로 이

에 따른 여러 가지 빔 경로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결함에 대해

서 소위 말하는 나비 형태(butterfly shape)의 약간 복잡한 신호가 나타

난다. 전형적인 빔 경로 차이 및 이에 따른 전형적인 나비 형태 신호의 

사례를 Fig. 4-10에 보 다. 

Fig. 4-7 Configuration of guided wave inspection of artificial 

notches in feeder pipe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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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Dimensions of artificial notches on bent feeder pipe.

(unit: mm)

Notch Length Depth Width

#1 (axial) 25 0.33 (5%t) 0.15

#2 (axial) 25 0.65 (10%t) 0.15

#3(axial) 25 1.3 (20%t) 0.15

#4(axial) 25 2.5 (40%t)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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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MAT for generation and reception of torsional guide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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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Tone burst EMAT system and sign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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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a) Various beam paths by the array EMAT (b) Butterfly 

shape signal due to the various beam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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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배열형 EMAT의 거리 및 각도에 따른 결함 민감도

제작된 배열형 EMAT는 원래 축대칭 모드의 T(0,1) 진동 모드가 발

생하도록 설계한 것이나 실제로는 각각 90° 간격으로 배치된 4개의 발진

용 EMAT를 사용하므로 엄 히 말해서 완벽한 연속성이 있는 T(0,1) 모드

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함과 수신용 EMAT 

간에 거리를 100 mm 씩 이동하면서 결함과 수신용 EMAT 간에 원주 방향 

각도에 따른 신호 진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4-11과 같이 결함과 

수신용 EMAT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키고 EMAT를 원주 방향으로 회전

하면서 진폭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후 결함과 EMAT 간에 거리를 100 m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여 거리에 따른, 결함과 EMAT 간

에 상대 각도에 따른 결함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반사체로 사용된 

기준 결함은 깊이 40%, 길이 25.4 mm 인 원주 방향 notch로 통일하 다. 

유도초음파는 일반적으로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진행한다

고 보기 때문에 EMAT를 회전하더라도 결함 신호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것

이 일반적이나 본 실험의 경우에는 Fig. 4-1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수신 

EMAT의 원주 방향 위치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결함과 EMAT 간의 

거리가 100 ~ 500 mm 인 경우에는 EMAT와 결함이 일치하는 원주 위치, 즉 

12시 방향 위치나 180° 돌아간 위치, 즉 6시 방향 위치에서 결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으며 결함과 EMAt 간에 거리가 500 ~ 1000 mm 인 경우에는 

EMAT 위치에 따른 특정한 결함 민감도가 없이 고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MAT 와 결함간에 거리가 1000 ~ 1500 mm 인 경우에는 앞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2시 방향 및 6시 방향에서 매우 높은 반사 신호를 

나타내서 민감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도초음파는 원래 각종 진동 모드가 관벽에서 수많은 반사를 거듭하면서 

위상의 합과 상쇄가 나타나는 파동이다. 즉 결함이 충분히 먼 거리에 있

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각도에 따른 민감도가 변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

나 본 실험의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4개의 배열형 EMAT를 사

용하여 유도초음파를 발진하고 있으므로 4개의 점 source 와 같다고 보아

야 하며 엄 하게 말해서 평판에서의 SH (Shear HOrizontal) mode  상태

인 것이 원주 방향으로 4개 붙어있는 상황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또 결

함과 EMAT 간에 거리, 1~ 2 m 정도의 거리는 장거리 유도초음파 라기 보

다는 중.단거리 유도초음파로 간주하여 진동의 세기가 균질화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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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한편 

역으로 이러한 현상을 실제 피더관 검사에 이용하면 대체로 수신 탐촉자

와 일치하는 각도에 결함이 있을 경우 감도가 가장 높으므로 곡관에서 결

함의 가능성이 높은 2~ 4시 원주 방향 및 8 ~ 10 시 원주 방향에 대해서 

보다 정 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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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Notch sensitivity of EMAT receiver and notch as a function 

of axial distance and circular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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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른 각도별 EMAT Sign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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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Pos500

Pos600

Pos700

Pos800

Pos1000

(b) Distance between the EMAT and notch: 500 ~ 10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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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istance between the EMAT and notch: 1100 ~ 1500 mm

Fig. 4-12 Variation of signal amplitudes as a function of axial 

distances and circular angles between the receiver EMAT and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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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결함에 대한 배열형 EMAT의 탐지 민감도

제작된 배열형 EMAT를 사용하여 주파수 200 kHz에서 비틀림 모드

로 다양한 notch 깊이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Fig. 4-13 ~ Fig. 4-16에 보

다. T(0,1) mode는 앞서 Fig. 4-1 및 Fig. 4-2에 위상속도 및 군속도 

분산선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음속이 일정하다. 

Fig. 4-13 에서는 직관부에 원주 방향 notch 가 있을 경우 notch 길이는 

1 인치, 깊이는 각각 두께 대비 40%, 20%, 10%, 5% 인 경우의 신호 사례

인 데 결함의 크기 또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 신호의 진폭도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주 방향 notch 인 경우 이론적으로 전체 단면

적 대비 notch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반사 신호의 에너지가 비례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Fig. 4-14에는 곡관부 3시 방향에 있는 원주 방향 notch에 대한 민감도이

다. 앞서 직관부에서의 결함 신호보다는 진폭이 상당히 감소됨을 보여주

고 있으며 덧붙여 결함의 크기와 신호 진폭 간에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다. 이것은 Fig. 4-13에서 직관부의 경우와는 달리 곡관부에서의 빔의 진

행, 또는 에너지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함에 대한 

반사 에너지도 일정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곡

관으로 갈수록 초음파 빔의 경로가 원주 방향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하며 이런 상황 하에서 결함으로부터의 반사 신호는 앞서 직관부에서와 

같이 분석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일지라도 

관벽두께 대비 5% 인 작은 결함도 탐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4-15에는 곡관부 축방향 notch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 다. 여기서

는 앞서 곡관부에 원주방향 notch 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 되며 결함으로

부터의 반사 신호가 매우 약해짐을 볼 수 있다. 매우 작은 신호 진폭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결함 신호와 잡음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벽두께 대비 5% 의 작은 notch 의 경우에도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일반적으로 축방향 결함이 곡관부에 존재

할 경우 이를 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4.1.2.2 항에서 보인 

바와 같이 본 실험 조건에서 사용한 EMAT는 결함과 EMAT 간에 각도 및 거

리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특정한 각

도에서의 A-scan data 만을 수집하여 이를 종합, 평균값을 취하면 보다 

신호대 잡음비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Fig. 4-10(a)과 Fig. 4-10(b)~(e)를 비교해 보면 무결함 시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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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a)에서는 결함 거리 = 2.3 m에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Fig. 4-10(b)~(e)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각각 관벽 두께 대비 5%, 10%, 

20%, 40% notch에 대한 결함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결함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신신호의 진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데 본 실험의 경우, 동일한 검사 조건에서 결함 깊

이와 수신 신호 진폭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고 거의 일정한 진폭을 나타

내고 있는 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실험 및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그밖에 Fig. 4-10(a)~(e)에서 거리 = 3 m 부근에서 나타난 복잡한 

신호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단시간 퓨리에 변환(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ation)으로 분석해 본 결과 순수한 T(0,1) 모드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들 복잡 신호는 송신 EMAT 와 수신 EMAT 간에 거리 차이에 의한 

다양한 빔 경로 또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제 중수로 피더관과 동일한 시편에서 결함 깊이가 관벽 두께 

대비 5%인 작은 결함도 뚜렷하게 탐지할 정도로 우수한 결함 탐지 능력을 

보이는 바, 중수로 피더관의 제한된 접근성 및 고방사능의 열악한 검사 환

경을 고려할 때 배열형 EMAT에 의한 비틀림 모드 유도초음파 검사 방법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증 실험, 검사절차서 작성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중수로 피더관의 가동중검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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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AT signal from a circumferential notch with the depth of 40% 

of wall thickness and length of 25.4 mm on a straight feeder pipe.

(b) EMAT signal from a circumferential notch with the depth of 20% 

of wall thickness and length of 25.4 mm on a straight feeder pipe.

 

Fig. 4-13 Torsional guided wave signals from the circumferential 

notches on a straight feeder pipe.



- 49 -

(c) EMAT signal from a circumferential notch with the depth of 10% 

of wall thickness and length of 25.4 mm on a straight feeder pipe.

 

(d) EMAT signal from a circumferential notch with the depth of 5% of 

wall thickness and length of 25.4 mm on a straight feeder pipe.

Fig. 4-13 Torsional guided wave signals from the circumferential 

notches on a straight feeder pipe (co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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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AT signal from a circumferential notch with the depth of 20% 

of wall thickness and the length of 25.4 mm on a bent feeder pipe.

 

(b) EMAT signal from a circumferential notch with the depth of 10% 

of wall thickness and the length of 25.4 mm on a bent feeder pipe.

(c) EMAT signal from a circumferential notch with the depth of 5% of 

wall thickness and the length of 25.4 mm on a bent feeder pipe.

Fig. 4-14 Torsional guided wave signals from the circumferential 

notches on a bent feede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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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MAT signal from a axial notch with the depth of 50% of wall 

thickness and the length of 25.4 mm on a bent feeder pipe.

 

(b) EMAT signal from a axial notch with the depth of 20% of wall 

thickness and the length of 25.4 mm on a bent feeder pipe.

 

(c) EMAT signal from a axial notch with the depth of 10% of wall 

thickness and the length of 25.4 mm on a bent feede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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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EMAT signal from a axial notch with the depth of 5% of wall 

thickness and the length of 25.4 mm on a bent feeder pipe.

 

Fig. 4-15 Torsional guided wave signals from the axial notches on a  

bent feede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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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gnal from a notch of 10% of wall thickness of bent pipe

Fig. 4-16 Torsional guided wave signals from the axial notches of ben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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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ignal from a notch of 20% of wall thickness of ben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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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ignal from a notch of 40% of wall thicknessof a bent pipe

Fig. 4-16 Torsional guided wave signals from the axial notches of bent 

pipe (co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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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현장 적용을 위한 소형 EMAT 설계 제작

앞서 제작한 배열형 비틀림 모드 EMAT는 송신 EMAT 만으로도 100 

mm 정도로 수신용 EMAT까지 감안하면 약 300 mm 길이를 가지므로 실제 중

수로 현장에서 피더관 검사를 하기에는 접근성도 좋지 않고 탐촉자 공간

도 협소하기 때문에 현장 검사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장에 적용

하기 위해서 EMAT의 총 길이를 40 mm 로 제한하는 소형 EMAT를 설계 제작

하 다. 앞서 제작한 배열형 EMAT는 4개의 송신 EMAT와 그 전단에 1개의 

수신용 EMAT를 배치하 으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6개의 배열형 EMAT를 

한꺼번에 배치하고 이중 4개는 송신용으로, 나머지 2개는 수신용으로 사

용하도록 설계하 다. 

Fig. 4-17 및 Fig. 4-18에 제작된 축방향 소형 EMAT를 보 으며 Fig. 

4-19 ~ Fig. 4-21에 각각 주파수=310 kHz, 파장=10 mm 인 경우, 주파수

=510 kHz, 파장=6 mm 인 경우, 주파수810 kHz, 파장=4 mm 인 경우에 신호 

파형을 보 다. 세 탐촉자 모두 신호 크기가 상당히 낮으며 배관 끝에서

의 신호만을 탐지할 뿐 축방향 결함으로부터의 신호는 탐지되지 않았다. 

배관 끝에서의 신호도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우 심하게 감소하여 

주파수=510 kHz 와 810 kHz 인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신호를 보이므로 이

런 상태에서 결함 신호를 탐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도초음파가 원활하게 발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편의 두께보다 파장이 커야 하는 데 반해 본 실

험의 경우 피더관의 공칭 두께가 6.5 mm 이고 파장도 거의 두께와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유도초음파가 발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즉 강한 

비틀림 모드 유도초음파가 발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주파수를 사용해

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엄미하게 말해서 국부적인 SH 파가 피더관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세 종류의 EMAT 신호를 보면 그래도 310 kHz, 파장=10 mm 인 경우의 신호

가 비교적 양호한 데 150 μsec 부근의 신호가 직관부 피더관의 끝에서 반

사된 신호이고 420 μsec 신호는 곡관부에서 반사된 신호이다. 파동의 형

태가 매우 복잡함에 비추어 여기에 존재하는 축방향 균열을 탐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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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Short axial guided wave EMAT, with 38.5 mm in axial 

length.

Fig. 4-18 Axial EMAT with remote amplifier box where tether plug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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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Long 10 mm wavelength axial EMAT at 310 kHz.

Fig. 4-20 Axial EMAT with 6 mm wavelength at 510 kHz. The echo from 

the end of the straight leg of the pipe appears at 130 μsec. No 

other signals were achieved past the marginal signal at 130 μ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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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Axial EMAT with 4 mm wavelength at 810 kHz. Pipe end 

reflection appears at 140 μsec. No other signals were realized 

beyond the 140 μsec signal shown here.

4.1.4 소형 EMAT 의 문제점

배관에서의 비틀림파 모드나 평판에서의 SH파 모드를 EMAT로 발생

시키기에 적합한 방식은 PPM (Periodic Permanent Magnet)를 사용한 EMAT 

방식이다. 이 방식은 Fig. 4-22에 보인 바와 같이 경마장 모양의 코일이 

금속에 부착되고 그 위에 배열형 가진 구자석이 놓인 배치이다. 구자

석의 배열 폭이 SH파의 파장이 되므로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

지고 구자석의 배열 폭도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반복되는 자

극의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 자장에 의한 폐회로 형성을 악화시킨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EMAT 설계에서는 고주파수에 제한이 있는 데 강자

성 재료의 경우 자석이 시편에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있다면 상당히 작은 

자석이라도 적용할 수가 있다. 강자성체 시편은 자석에서 나온 자장을 시

편 내부로 끌어당겨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EMAT 설계에서는 주

파수 1 MHz 의 경우 1 mm의 자석 폭이 요구되며 완벽한 평판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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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off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근접되어야 한다. 본 피더관의 경우는 PPM  

EMAT로 비틀림 파 모드를 생성하는 한계를 약 800 kHz 로 볼 수 있다.

EMAT 설계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설계 요건은 EMAT 코일과 시편 표면과의 

근접성이다. EMAT 코일은 자자의 존재 하에 와전류를 생성하여 시편에서 

힘을 발생하며 이를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며 F = J B 로 정의한다. 

PPM 자석의 경우 자장에 수직한 방향으로 교류 와전류가 돌아가기 때문에 

SH 파가 발생한다. 경마장 형태의 코일에 의해서 발생된 와전류는 연속적

이며 항상 원형 경로를 가진다. 

피더관 검사용 PPM EMAT 설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코일길이를 

가능한 짧게 하기 위해서 Fig. 4-22(b)에 보인 바와 같이 PPM 자석 부분

과 일치하는 부분 이외의 코일 부분을 위로 꺾어서 설계를 하 다. 이렇

게 설계를 할 경우 꺾인 부분에서의 와전류 경로는 시편과 거리가 생기며 

EMAT는 PPM 자석 부분과 꺾인 부분의 두 역으로 나뉘게 된다. 자석과 

코일 그리고 시편이 근접한 코일 부분에서만 초음파를 발진하고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꺾인 코일 부분은 음향적으로 수동적인 센서가 되며 표면 

와전류와 반응한다. 이렇게 생긴 와전류가 원형 폐회로를 구성하여 마치 

자화되지 않은 EMAT 코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즉 Fig. 4-22(b)와 같이 코일의 일부가 꺽인 상태로는 추가적인 와전류 

결합을 할 수 없으며 시편에 의해서 차폐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이므

로 전기 잡음의 원인이 된다. 초기 설계에서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일 부분을 꺾은 설계를 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 다.

EMAT 코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Fig. 4-22(c)와 같이 코일을 다시 펴

서 실험할 경우 신호 진폭이 약 2배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PPM 양쪽

에 수동 센서 같은 부분을 펴서 실험할 경우 S/N 비가 2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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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ce-track shaped Coil and PPM design.

(b) EMAT coil is folded up outside the PPM area.

(c) EMAT coil is flatten outside the PPM area.

Fig. 4-22 Efficiency of PPM EMAT requires the entire EMAT coil to be 

effectively coupled to the sample to detect all eddy currents 

generated in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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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주유도초음파 EMAT 설계 제작 및 적용

4.2.1원주 SH 모드용 EMAT 설계 제작

   피더관의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초음파를 발진하기 위한 EMAT를 

설계 제작하 다. 여기서 주된 관심사는 Fig. 4-23에 보인 바와 같이 피

더관 곡관부에 존재하는 축방향 균열을 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Fig. 4-24과 같은 개념의 EMAT를 설계 제작하 다. 

Fig. 4-23 Sample pipes used in prototype development. One sample has 

an axial EDM notch in the middle of a bend the other sample is free 

of cracking.

Fig. 4-24 Illustration of Circumferential Transducer on pipe with 

complex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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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더관의 공칭 직경은 2.5 인치 (63.5 mm), 두께는 6.5 mm로 이에 

대한 원주유도초음파 위상속도 분산선도 및 EMAT 코일 간격 (또는 초음파 

파장) 의 관련성을 Fig. 4-25 보 다. Fig. 4-25에서 코일 간격 또는 파

장을 8.0 mm로 놓을 경우 450 kHz에서 S0 모드, 630 kHz에서 A1 모드, 

730 kHz에서 S1 모드가 발생된다. 이를 Fig. 4-26의 군속도 분산선도에서 

살펴보면 S1 모드의 군속도는 730 kHz에서 약 4,000 m/s 이고 A1 모드의 

군속도는 630 kHz에서 약 3,000 m/s 로 계산된다.

그러나 Fig. 4-23에 피더관의 실제 시편의 제원을 실측한 결과 직경은 74 

mm, 두께는 7.4 mm 로 측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주파수와 시편 두께에 대

해 설계하면 Fig. 4-27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약 600 kHz에서 A1 모

드가, 약 700 kHz에서 S1 모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해당하

는 군속도는 Fig. 4-28에서 S1 모드의 군속도는 약 4,200 m/s, A1 모드의 

군속도는 약 2,400 m/s 로 앞서 계산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차이는 피더관의 두께 차이에 의한 것인 데 실제 검사에서도 

이정도의 두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확한 검사 주파수와 

이에 따른 군속도를 반 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 방안에 따라 Fig. 4-29에 보인 바와 같이 피더관의 축방향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원주유도파 송수신용 EMAT 탐촉자를 제작하 으며 

송신 EMAT와 수신 EMAT 간의 거리는 원주 길이의 약 1/4 이 되도록 배치

하 다. 

Fig. 4-30은 620 kHz에서 수집된 초음파 신호 패턴이다. Fig. 4-25나 

Fig. 4-27에서 이 주파수는 대략 A1 모드로 예상된다. 원주의 길이를 L 

이라고 볼 때 (본 시편의 경우 L=230 mm임.) 송신 EMAT와 수신 EMAT 간의 

거리가 대략 원주 길이의 1/4L 이므로 첫 번째 신호는 1/4L, 두 번째 신

호는 3/4L, 세 번째 신호는 5/4L, . . . 에 나타나므로 신호 간격이 일정

하게 2/4L 거리마다 나타난다. Fig. 4-30에서 신호 간격은 약 43 µsec로 

측정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군속도는 약 2.7 km/sec 로 계산된다. Fig. 

4-26에서 A1 모드의 620 kHz에서의 군속도는 ~ 2.9~3.0 km/s 이며 Fig. 

4-27에서는 약 2.4 km/s 이다. 실제 시편에서 두께의 변화 및 기타 계산 

오차를 감안할 때 이 신호들은 A1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31에는 주파수 800 kHz에서 수집된 신호 패턴을 보 다. 위와 같



- 63 -

은 방법으로 신호 간격은 대략 30 µsec 로 측정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군

속도는 약 3.8 km/sec 이다. 이는 Fig. 4-25 및 Fig. 4-27에서 모두 A2 

모드로 확인된다. 이 신호는 Fig. 4-30의 A1에 비해 신호 진폭은 크지 

않지만 노치 검출 감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Fig. 4-32에서 파형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종축이 시편의 두께 방향

으로 가장 아래쪽이 시편의 내면을, 위쪽이 시편의 외면을 나타내며, 횡

축은 상대적인 변위를 표시하고 있다. 노치의 민감도와 관련되는 원주 방

향 변위는 청색 선으로 나타냈는데 (a)의 A1는 원주 방향 변위가 내면과 

외면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반면 (b)의 A2 모드에서는 원주 

방향 변위가 내면과 외면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두 모드를 비

교할 때 A2 모드가 내면이나 외면에 존재하는 노치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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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s of the circumferential 

guided waves and the periodicity of EMAT coil (Assumed as a fla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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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d waves (Assumed as a fla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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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Frequency graph for 8mm wavelength in a plate.

Fig. 4-28 Group velocity graph for an 8 mm wavelength i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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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EMAT transducer pair with encoder placed on a feeder tube 

sample.

Fig. 4-30 Possible A1 mode at 600 KHz was a little larger amplitude 

than the 800 KHz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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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Possible S2 mode performed the best on detecting the axial 

notches. The 800 KHz signal was not quite as large as the 600 KHz 

signal but was the most sensitive to notch detection.

(a) (b)

Fig. 4-32 Wave structures of A1 mode at f=630 kHz and A2 mode at 

f=85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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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원주유도파 EMAT의 피더관 검사 적용 결과

앞서 설계 제작된 원주 유도파용 EMAT를 이용하여 피더관 곡관부의 축방

향 노치에 대한 민감성 실험을 수행하 다. 축방향 균열을 검출하기 위해

서 Lamb 파 모드를 선택하여 발진하며 법선 방향의 변위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한다. 피더관 두께 대 파장의 비가 0.9에 해당하는 A2 모드가 축방

향 균열 검출에 최적 모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곡관부 효과 때문에 

평판을 가정한 유도초음파 분산선도와는 약간 다를 수 있으며 Fig. 4-33

에 최적의 검사 조건으로 취득한 EMAT 신호 화면을 보 다. 여기서 신호 

수집 시에 DT 값과 signal gain 값은 각 시편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 신호가 나타나도록 하나 포화가 되지는 않도록 조정한다. 

피더관 결함신호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Stacked A-scan display, 또는 

E-scan 화면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Fig. 4-34에 판독을 위한 기

본 정보를 보 다. 균열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3 가지 양상에 주안점을 두

는 데 축방향 균열은 에코, 그림자, 그리고 간섭 패턴이 나타나는 데 특

히 상당한 산란 신호 및 간섭 패턴이 E-scan 화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항들은 직관부 피더관에서는 확연히 나타나는 데 곡관부로 접근함에 따

라 곡관의 기하학적 형상 및 나선형 빔 경로 때문에 신호 진폭이 낮아지

며 이와 같은 현상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피더관의 외만곡면에서 시작

하여 EMAT가 진행하면 두 번째 곡관부에서는 내만곡면을 지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유도초음파를 외만곡면에서 가진시켜서 원주 방향으로 

돌아가면 내만곡면에서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 즉 나선형 

빔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수신 EMAT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 Fig. 4-34

에 직관부에서 시작하여 곡관부를 통과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신호 패턴을 

보 다. 여기서 횡축은 탐촉자 이동 거리 또는 위치를 나타내며 종축은 

초음파 시간 또는 진행 거리를 의미하는 데 이 때의 진폭을 color로 표현

한 것이다. 각각의 빔 경로에 대한 해석은 Fig. 4-34에 윗부분에 표기하

다. 제일 먼저 발진 EMAT에서 시계 방향으로 약 1/2 원호를 진행하여 

바로 수신 EMAT로 들어가는 신호를 1st CW 로 표현하 으며 그 다음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약 3/4 원호를 돌아서 수신 EMAT로 들어가는 신호를 1st 

CCW, 그다음은 시계 방향으로 5/4 원호를 돌아가는 신호를 2nd CW . . . 

등으로 표기하 다. 

한편 피더관 곡관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전형적인 신호 패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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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양상을 나타내는 데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두 개의 곡관부에 의

한 신호와 결함 신호 양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3 개의 

신호 특성을 인지하면 결함을 판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에코: 축방향 노치 또는 균열의 특징은 에코 신호가 있다는 점이며 이러

한 에코가 직관부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혼동할 이유가 없이 명확하게 판

독이 가능하나 곡관부에 결함이 존재할 경우에는 1st CW 신호와 1st CCW 

신호 사이에서 그 신호가 나타나며 일반적인 신호 패턴을 Fig. 4-35에 보

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1st CW 와 1st CCW 사이에서 녹색으로 

표현되는 “섬” 형태의 신호가 보이는 데 이것이 바로 노치로부터의 에코 

신호이다. 

Shadowing: 결함의 존재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Shadow" 

이다. Shadow 는 E-scan 화면에서 신호 진폭이 감소하여 수직 선의 급작

스런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직관부에서 곡관부로 넘어가는 과

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Fig. 4-35에 전형적인 shadow 패턴을 보

다.

간섭: 간섭 패턴은 산란에 의한 2차적 현상이다. 에코나 shadow 에 의해

서 음파의 방향이 바뀌는 데 이렇게 방향이 전환된 음향파가 원래 패턴과 

간섭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주로 직관부에서 곡관부로 넘어가는 중간에 

진폭이 감소하고 이상한 신호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섭 패

턴은 일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결함의 존재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간섭 패턴은 결함의 존재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 4-36과 Fig. 4-37에 결함이 없는 곡관부 신호 패턴과 EDM 노치가 존

재하는 곡관부 신호 패턴을 보 다. 노치 시편의 경우 노치로부터의 에코

가 관찰되며 결함이 없는 곡관부의 경우 에코나 shadow 모두 관찰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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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Configuration for A2 (or S2) wave mode on samples with a 

wall thickness of 0.290 inches (7.4 mm).

Fig. 4-34 Scan of a feeder tube with out cracking.  The Clockwise 

signals were labeled CW and the Counter Clockwise signals labeled 

CCW.  Notice multiple revolutions around th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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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The Stacked A-Scan or E-scan rotated 90° to align to the 

pipe illustration. The horizontal axis is the distance along the 

pipe, the vertical axis is arrival time of the acoustic signals. The 

color scale is the amplitude of the received acoustic signal shown 

in the upper right hand corner.

Fig. 4-36 Sample pipe with axial EDM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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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Sample pipe without cracking, No echo or shadow wer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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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절차: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스캔할 때 EMAT 탐촉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엔코더가 정확히 피더관 외면에 접

촉하고 있어서 정확한 EMAT 탐촉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Fig. 4-38에 보인 바와 같이 EMAT가 곡관부를 통과할 때 표면에서 떠오름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EMAT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손으로 EMAT 탐촉자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직경 5 mm의 알루미늄 봉으로 원격 이동시킬 수도 있

다. 

실제 스캐닝 도중에 탐촉자에 가해지는 힘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탐촉자

가 기울어져서 원주 방향으로 초음파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초음파가 진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자가 탐촉자를 잘 제어하여 기울

지 않도록 하면서 스캐닝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야 한다. Fig. 4-39에 탐

촉자가 기울어진 상태를 보 다. 

스캔 도중에 에코 신호가 나타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어떤 신호가 에코 

신호 앞에 나타날 경우에는 송신 EMAT 와 수신 EMAT 위치를 바꿔서 재검

사를 하여 결함을 확인해야 한다. 보다 신뢰성있는 검사가 되기 위해서 

재검사 시에 신호 패턴을 검토하여 결함 여부 및 결함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신호 패턴은 결함의 위치와 송수신 EMAT간에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데 Fig. 4-40에는 결함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 신호 패턴을 

보 으며 Fig. 4-41에는 결함이 먼 곳에 있을 경우의 신호 패턴을 보

다. 결함의 위치에 따라 신호 패턴이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뒤에 나타나

기도 한다. 

한편 결함 에코 신호와 shadow 신호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데 

전형적인 신호 패턴 사례를 Fig. 4-42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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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Correct placement of transducer position on pipe. Two 

transducers were delivered with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positions reversed to help signal interpretation by changing the 

arrival time of the echo.

Fig. 4-39 Circumferential EMAT transducer skewed on the feede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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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Example of an axial crack echo where the crack was close 

to the receiver and the echo occurred after the short path signal 

but before the ling path signal.

Fig. 4-41 Example of flaw echo interfering with long path signal. 

This occurs when the axial crack was far from the receiver and 

occurred at nearly the same time as the long path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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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Shadow caused by an axial crack. Note the lack of signal 

amplitude behind the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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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약 및 향후 과제 

   중수로 피더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함을 탐지하기 위한 유도초음파 

탐상 기술에 대해서 기술하 다. 유도초음파 기술을 초음파 결함 탐상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초음파 발진 기법과 모드 선택이 가능한 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가운데 전자기음향센서 (EMAT)를 이용하여 비틀림 모드

를 발생시키는 검사법을 개발하 다. 여러 진동 모드 가운데 비틀림 모드

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원거리에서 결함을 탐상하기에 유리한 모드

이다. 

1) 주파수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가 없으므로 분산성이 없다. 즉 

시간 역에서 매우 날카로운 신호 화면을 얻을 수 있다.

2) 비틀림 모드의 파형 구조가 단순하며 특히 반경 방향 변위 벡

터가 없으므로 배관의 내면이나 외면 매질의 향력이 약하다. 

3) 파동의 전파에 따른 감쇄율이 낮으므로 먼 거리를 양호한 신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4) 그러나 전통적인 압전형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해서 비틀림 모

드를 발진/수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전자기적 초음파 탐촉자를 사

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에는 EMAT 나 자기변형 탐촉자 

(Magnetostrictive ultrasonic transducer)가 유리하다.

자기변형 초음파 탐촉자도 비틀림 모드 유도초음파를 발진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나 피더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바이어스를 위한 Ni strip을 

피더관 외면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

는 데 원자력 발전소 특성상 이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곤란하다. 덧붙여 구 자석에 의한 자기 바이어스는 그 크기가 한정

되기 때문에 강한 파동 에너지를 발진시키지는 못한다.  이에 반해 EMAT

는 tone-burst 모드를 사용하여 강력한 전자기파를 EMAT 에 가할 수 있으

며 수신용 EMAT에서도 임피던스 매칭과 전단 증폭기를 사용하여 상당히 

우수한 신호 진폭 또는 신호대 잡음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방식

이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발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4개의 배열

형 EMAT 발진기를 설계 제작하 으며 이를 사용하여 매우 작은 인공 결함

으로부터의 신호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를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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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CANDU 형 중수로에서 피더관의 건전성 문제가 원전 안전성과 효

율 제고에 심각한 장애 요인의 하나인데 이는 피더관 자체의 복잡성과 

결함 발생시 이를 비파괴검사하기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

다. 이를 위하여 유도초음파 검사 기법을 개발하여 피더관에 적용해 

본 결과 EMAT 방식으로 비틀림 진동 모드를 발진하는 방식이 가장 우

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2. 실험실적으로 완성된 EMAT 유도초음파 센서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는 상당히 큰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EMAT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관

건인 데 소형화 EMAT는 그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에너지도 줄어들어 

상당히 낮은 효율을 나타내며 또한 소형화에 따른 검사 주파수가 높아

지기 때문에 감쇄가 높아지는 단점이 발생한다. 다양한 자석 및 코일 

배치 구조를 설계하여 가장 최적의 소형화 EMAT를 설계 제작하야야 할 

것이다. 

3. 유도초음파 검사 기술은 실제로 정 한 정량적 비파괴평가 방법은 아

니며 단지 결함의 유무 정도만을 원거리에서 한꺼번에 판정하는 기술

이다. 따라서 유도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결함이라고 의심되는 신호가 

탐지될 경우에는 역시 종래의 정량적인 정  초음파 탐상을 통하여 결

함의 크기, 위치,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초 데이터를 

통하여 건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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