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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곡관부 분산모드 해석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 노출 등으로 큰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의 경우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ECT(Eddy Current 

Testing) 검사등 다양한 방법의 비파괴검사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

만 최근 원전의 1차 압력경계에 해당하는 원자력 중수로 피더관 곡관부에

서 균열로 인한 누설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방법 개

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수로 피더관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

잡하고 고 방사능 지역으로 접근에 제한이 있어 기존의 비파괴평가 기법

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더관 곡관부 균열 탐지를 위

한 원거리 검사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중수로 피더관의 곡관부 균열 탐지를 위한 방법

으로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원거리 검사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하지만 유도초음파는 관을 따라 전파하면서 다양한 모드가 생성되고 

수신되는 신호가 매우 복잡하여 신호해석이 매우 어렵다. 특히 관의 구조

가 변화하는 곡관부에서는 그 신호를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 탐상

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FEM 해석을 이용하여 관에 대한 유도초음파 해석을 실시하 으며, 

FEM 해석과 2-D FFT를 이용하여 분산선도를 도출하고, wavelet transform

을 이용하여 모드를 확인하 다.



- ii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피더관 직관부의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 피더관 직관부 유도초음파 분산선도 계산

    - 유도초음파 전파특성을 연구하기위해 피던관의 분산선도를 

도출

        ․ Axis Symmetric mode

        ․ Non-axis Symmetric mode

  ○ 모드분석 연구를 위해 신호처리 기법을 개발하여 실험적으로 

수신한 신호를 분석

    - 시간과 주파수 분석법인 Short Time Fourier Transform과 

Wavelet Transform으로, 유도초음파 모드 확인과 분산특성 

분석에 이용

    - 쉽게 모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개발

◎ 피더관 곡관부에 대한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 유도 초음파 모드 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법

    - 3-D 유한요소 해석과 2-D FFT 기법을 이용하여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

    - 대칭 모드인 L모드에 대한 분산선도를 도출

    - 유한요소 해석과 2-D FFT 기법을 이용한 분산선도와 이론적인 계산을 

통한 분산곡선과 비교 및 검증

  ○ 곡관부의 유도 초음파 분산곡선 결정

    - 검증된 유한요소 해석과와 2-D FFT 기법을 이용한 곡관부 해석 수행

    - 곡관부에서 발생하는 유도초음파의 분산선도 해석 및 전파 특성 분석

◎ 결함식별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개발

  ○ 결함이 있는 곡관부에 대한 FEM 해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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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최적 모드 선정

    - L-Mode를 이용한 곡관부 결함탐상 해석

    - T-Mode를 이용한 곡관부 결함 탐상해석

Ⅳ. 연구개발결과

◎ 피더관 직관부의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유도초음파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더관에 대한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위

상선도 및 군속도 분산선도를 도출하 다.

또한,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해석을 위한 신호처리기법을 개발하 다. 

일반적인 FFT를 이용하여 주파수 역에서 유도초음파 모드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의 정보를 잃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간-주파수 분석법인 Short Time Transforms와 Wavelet Transforms를 이

용하여 유도초음파 모드분석을 하 다. 그리고 쉽게 모드 분석이 가능

하도록 modifie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개발하 다.

◎ 피더관 곡관부에 대한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유한요소 및 2-D FFT 기법을 이용하여 직관부 및 곡관부에 대한 분산선

도를 도출하 다. 직관부에서 이론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통하여 유한요

소 및 2-D FFT 법의 정확성을 확인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곡관부에 대한 

분산선도를 도출하 다. 또한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직관부 및 

곡관부에 대한 유도초음파의 모드 해석을 위한 신호 처리 기법을 개

발하 다.

◎ 결함식별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개발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는 곡관과 결함이 없는 곡관에 대한 FEM 해석을 

실시하여 결함의 향으로 인한 모드의 변화를 분석하 다. 이때 입력

은 대칭 모드인 longitudinal 모드를 입력하 으며, 모드 분석은 시간-

주파수 해석법인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 다. 내부에 결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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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곡관의 위치에 따라서 모드가 변화하며, ring-type 혹은 원

주 방향의 배열 탐촉자를 사용함으로서 결함을 검출 할 수 있다. 이러

한 모드의 변화는 곡관을 통과한 부위에서 검출이 가능하며 pulse-echo

법의 결함 검출은 불가능하다.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는 직관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 다. 

이때 입력은 torsional 모드를 입력하 으며 축방향 결함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확인하 다. 이것은 pulse-echo 법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며 신

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ring-type 혹은 원주 방향의 배열 탐촉자를 사용

해야 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유도초음파에 대한 기존에 연구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피더관 및 기타배관 탐상을 위한 유도초음파 기법을 확립함으로서 

실험적 해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다.

- 효율적인 탐상이 가능함으로 기존에 안전진단에서 제외되었거나 불

가능하 던 배관의 탐상이 가능하게 된다.

- 피더관뿐 아니라 다른 산업설비의 배관안전진단에도 폭 넓게 적용

할수 있고 배관 전반의 안전성확보에 신뢰성을 확보한다.

○ 경제․산업적 측면

- 광범위 탐상이 가능하게 됨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유도초음파 기술에 있어 선진국과 동등한 또는 진보된 기술을 보유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와 기술수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 피더관의 결함을 신속하게 탐상할 수 있고 다른 산업 설비의 배관

과 세관을 탐상하는데도 활용될 수가 있는데 적용 가능한 대상배

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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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검사), 교량통과배관, 노출배관, PE코팅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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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Development of dispersive mode analysis techniques for bent pipes 

II. Objectives and Needs of Investigation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where leakage of coolant can cause 

problems to human society and environments. To assu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various nondestructive testing (NDT) 

methods including eddy current testing are widely adopted to 

inspect crucial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 such as steam 

generator tubes. Feeder pipes are also one of the crucial 

components of heavy water reactors since they are the pressure 

boundary of primary water. Recently, cracks have been found 

around the bent area of feeder pipes. Unfortunately, however, there 

is no readily available NDT method for the inspection of bent area 

of feeder pipes due to high intensity of radiation. 

  The present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to explore the 

capability of ultrasonic guided wave inspection for detecting flaws 

around the bent area of feeder pipes.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have to be thoroughly understood for the application of ultrasonic 

guided wave inspection to any kind of test pieces. Unfortunately, 

however, feeder pipes have bent area so that no analytical solutions 

are available to reveal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in a 

quantitative manner. As a consequence, it is extremely hard to 

interpret ultrasonic guided wave signals acquired from the feeder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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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ake care of such a difficulty, in the present study a new 

approach has been proposed to analyze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guided wave propagating through the 

bent area of feeder pipes. Specifically, the new approach combines 

a numerical analysis using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FEM) to acquire the ultrasonic guided wave signals and a signal 

processing using 2-dimensional fast Fourier transform (FFT) to 

invoke the dispersion curves from a set of waveforms in a 

computationally efficient manner.

III. Contents of Investigation

1. Mode analysis of the ultrasonic guided wave in straight feeder 

pipes

  A. Calculation of dispersion curves of ultrasonic guided wave in a 

straight feeder pipe

    - Axis Symmetric modes

    - Non-axis Symmetric modes

  B.  Signal processing methods for mode determination

    -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 Wavelet transform (WT)

    - Modified STFT

2. Mode analysis of the ultrasonic guided wave in bent feeder 

pipes

  A. Proposed approach to determine the guided wave modes

    - Simulation of guided wave propagation through straight pipes 

using 3-D FEM

    - 2-D FFT analysis to determine the k-f dispersion curves

    - Validation of the proposed approach by comparison to the 

exac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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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alculation of dispersion curves of bent feeder pipes

    - Simulation of guided wave propagation through bent pipes 

using 3-D FEM

    - 2-D FFT analysis to determine the k-f dispersion curves

    - Comparison to the dispersion curves of a straight pipe

3. Signal processing for flaw identification

  A. Wave propagation simulation in pipes with a flaw around bent 

area using FEM

    - Simulation of guided wave propagation through pipes with 

flaws using 3-D FEM

    - 2-D FFT analysis to determine the k-f dispersion curves

  B. Optimal mode selection for detecting flaws in bent pipes

    - Simulation study using L-mode

    - Simulation study using T-mode

IV. Results of Investigation

 1. Mode analysis of the ultrasonic guided wave in straight feeder 

pipes

    - The ultrasonic guided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in 

straight pipes (having the same dimension as the feeder pipe) 

were investigated using the well-known Gazis’solution, and the 

phase and group velocity dispersion curves were determined 

analytically. 

    - For the guided wave mode identification from acquired signals, 

we developed software codes in which two time-frequency analysis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and wavelet transform) 

algorithmswere implemented. In addition, a modifie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algorithm was also propos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direct comparison to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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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de analysis of the ultrasonic guided wave in bent feeder 

pipes

    - In the present study, a new approach to determine the k-f 

dispersion curves was proposed by the combination of 3-D 

FEM and 2-D FFT analysi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approach, the k-f dispersion curves were determined 

by the new approach and its result was compared to those 

obtained by the analytical solution. A very good agreement 

between two approaches was observed in the comparison 

demonstrating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pproach.

    - For the determination of k-f dispersion curves of ultrasonic 

guided wave that propagates through bent pipes, a numerical 

simulation was carried out using 3-D FEM to acquired 

waveforms at every node points of the FEM model. The 2-D 

FFT analysis was performed to a set of simulated waveforms 

along three different paths; 1) inner path, 2) middle path, and 

3) outer paths. In fact, the result of this 2-D FFT analysis 

provided the k-f dispersion curves for bent pipes. The k-f 

dispersion curves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 straight pipe.

  3.  Signal processing for flaw identification

    - Simulation of ultrasonic guided wave propagation through bent 

pipes with a flaw was performed using 3-D FEM, and the 

guided wave modes were identified for a set of waveforms 

acquired around flawed area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law to 

the propagating wave mode. 

    - The simulation study was carried out using two different 

wave modes (L-mode and T-mode) for the selection of optimal 

mode for flaw identification.

    - In the case of L-mode excitation, the change in the 

waveforms and wave modes was observed due to the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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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law demonstrating the capability of guided wave for 

detecting flaws in bent area. In the present study, a ring type 

of transducer arrangement is turned out to be very effective to 

observe such variation in waveforms and wave modes.

    - In the case of T-mode excitation, such a change in 

waveforms and wave modes was even more distinct implying 

that T-mode is more suitable mode for flaw detection.

V. Possible Appl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

  1. In technical perspectives

    -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provides a very powerful tool 

for analyzing the ultrasonic guided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in many test pieces with complex geometry.

    - Specifically, this investigation makes it possible to apply the 

ultrasonic guided wave to the flaw detection in feeder pipes 

with bent area with a very sound understanding on the related 

underlying physics. 

    - The same approach can also be applied to many components 

or parts of industrial facilities that could not be inspected due 

to its complexity in geometry.

  2. In economical and industrial perspectives

    - Using the result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the cost and 

time needed for the inspection of feeder pipe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If further endeavor is carried out to develop a inspection 

system in which the result of present investigation is 

implemented many components or parts of industrial facilities 

with complex geometry can be inspected with reasonable short 

time and low cost. Some of the components or part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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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y inspected include: 1) nuclear power plants pipes such 

as heat exchanger pipes and pressurized pipes, 2) trunk line 

gas pipes operated by Korea Gas Corporation, and 3) consumer 

supply gas pipes such as under ground embedded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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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구조물이 복합적이고 극한 환경(고온, 고압, 부식, 피로, 마모 

등)에서 사용됨에 따라 요구 성능이 강화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

사능 노출 등으로 큰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된다. 원자력 발전 시설 중 빈번히 발생하는 결

함 중의 하나가 중수로 피더관의 곡관부에서 발생하는 축 방향 결함이다. 

중수로 피더관은 핵연료 채널에 중수를 공급하고 가열된 중수를 증기발생

기로 보내는 배관으로 원전의 1차 압력경계에 해당한다. 피더관의 곡관부

는 제작시 냉간 굽힘을 가하기 때문에 큰 압축력과 인장력으로 인한 잔류

응력이 존재하고, 고온․고압으로 장시간 운용되어지기 때문에 응력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CANDU(Canadian Deuterium Uranium)형 원전의 피더관에서 감육 및 결함이 

발생하고, 곡관부의 균열로 인한 누설사고(2001년 2월 캐나다 Point 

Lepreau원전)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방법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세관 등에 대하여 ECT 

(Eddy Current Testing)를 이용한 검사 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수로 

피더관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방사능 지역으로 접근에 제한이 있어 

기존의 비파괴평가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피더관 곡관부 균열 탐지를 위한 원거리검사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

다[1].

유도초음파(Guided Waves)는 박판이나 세관 또는 배관과 같이 몇 파장 

정도의 두께를 갖는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따라 종파와 횡파가 벽

면 사이를 반복적으로 반사하여 중첩되면서 형성된다. 그리고 길이 방향

으로 전파하며 전 두께를 통하여 진행하는 복합된 진동형태로 구성된다. 

특히, 에너지가 외부 손실 없이 구조물의 내부에 존재하므로 광범위 비파

괴 탐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2]. 이와 같이 광범위 비파괴 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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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초음파는 아직까지 일반 산업 구조물에 적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재료의 물성과 두께에 따라 길

이 방향으로 파동의 위상속도가 다른 다양한 모드(Mode)가 발생하고, 각 

모드의 진동수와 파유도체의 두께에 따라 전파속도가 변화하는 분산

(Dispersion)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드가 동시에 수신

되어 신호해석과 모드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3].

분산선도(Dispersion Curve)는 주파수와 피검체의 두께 그리고 속도사

이의 함수관계를 나타낸 선도로서, 검사 조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도초

음파의 모드를 예측하여 수신된 신호를 분리 및 분석케 함으로써 검사 결

과해석을 용이하게 한다. 직관부의 분산선도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실험

적 검증을 통하여 수행되었지만, 관의 형상이 변화하는 곡관부의 경우에

는 전파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접근이 어려우며, 특히, 곡관의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신호를 분석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최근 곡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실험적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치해석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곡관부에 대한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을 규명하고 결함 신호를 

해석하기 위하여 3-D FEM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해석 방법을 

사용하 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1. 피더관 직관부의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피더관 직관부 유도초음파 분산선도 계산

    - Axis Symmetric mode

    - Non-axis Symmetric mode

 ∙유도초음파 모드 해석을 위한 시간-주파수 분석 기법 개발

    -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 Wavelet Transform

2. 피더관 곡관부에 대한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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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더관 곡관부 유도초음파 분산선도 계산

    - Axis Symmetric mode

    - Non-axis Symmetric mode

 ∙피더관 곡관부내의 유도초음파 전파 모드 분석

    -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 Wavelet Transform

3. 결함식별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개발

 ∙결함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유도초음파의 최적 모드 선정

 ∙결함인자(위치,종류,크기)에 따른 유도초음파 전파특성 변화 분석

 ∙결함 식별을 위한 신호처리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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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외국의 경우

미국의 Texas Research Institute/Austin(TRI/Austin)는 펜실베니아 주

립대학교와 공동으로 단열재아래의 부식 탐상(Detection of corrosion un

der insulation)을 위한 유도초음파기법을 개발하여 미국해군의 항공모함 

보일러실의 파이프를 신속하게 탐상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으며 신뢰도향

상을 위해 시스템과 압전소자를 이용한 센서(angle beam sensor, comb ty

pe sensor)를 개발 중에 있다. 

국의 Imperial College는 유도초음파를 이용하여 석유화학 플랜트의 

배관을 검사하는 유도초음파 시스템을 자체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유도초음파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장거리 배관을 신속히 탐

상하고 유도초음파의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주파 역의 모드를 선택

하고있으며 유도초음파 해석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압전

소자를 이용하여 수직 입사법으로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SWRI에서도 배관에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자기변형 센

서(magnetostrictive sensor)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장거리 배관의 결함을 신속하게 탐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기법은 자성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NDE Center의 후원으

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열 교환기세관 탐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1997년 여름에는 Duke Power Company의 교체된 노

후 McGuire 1 증기발생기 세관에 유도초음파를 시험적용 하 으며, Roche

ster Gas and Electric 의 Ginne 원자력 발전소의 fin tube의 결함탐상에

도 적용하 다. 최근에서는 Argonne Natronal Laboratory에서도 증기발생

기의 원주방향크랙의 크기를 유도초음파로 측정하여 그 응용 가능성을 검

증하 으며, 유도초음파가 열 교환기세관의 결함을 신속히 탐상하는데 사

용될 수 있음을 보 다.

이외에도 API의 노후 열 교환기 배관탐상, 듀퐁의 화학공장의 독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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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탐상, 일본의 IHI의 배관탐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탐상기법과 함께 

시스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국내의 경우

국내의 유도초음파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SAFE연구센터가 매우 활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유도초음파용 배관 test bed

를 구축하여 배관의 결함탐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험실용 

장비를 구축하 으며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도시가스배관에 유도초음

파 비파괴탐상 기법을 적용하 다.

3.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유도초음파 탐상 시험의 경우 국외에서는 배관이나 열교환기 등 다양한 

대상체에 적용하여 유도초음파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초적인 경우에 대한 유도초음파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도 개발중에 있다. 따라서, 국외의 경우는 성장기에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도입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FEM, 2-D FFT,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유도초

음파 분석 기법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상에 적

용하여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을 분석 할 수 있으며 관 내부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 및 신호를 예측함으로서 건전성 

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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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피더관 직관부의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

1. 탄성관에서 유도초음파 전파

일반적으로 초음파 탐상 기법에는 두 종류의 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탄성체 내의 전파가 가능한 종파와 횡파가 있다. 이들 파는 체적

파라 불리는데 각각의 파들은 탄성상수와 도 등의 대상체의 재료 물

성치에 따라 전파속도가 결정된다. 실제적으로 만약 전달매체가 파장

보다 크면 체적파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대상체의 두께가 파

장과 비교될 만 하거나 작다면 대상체를 파유도체로 간주할 수 있는

데, 이때 전파된 파는 유도초음파로 대상체의 물성치 특성뿐만 아니라 

대상체의 두께와 파의 주파수에 의존한 전파속도가 변하게 된다. 유도

초음파는 Fig. 3.1에 보인 것처럼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따라 

길이방향으로 전파하는 파로서 종파와 횡파가 구조물의 벽면사이에

서 수많이 반사되어 중첩됨으로 형성된다. 유도초음파가 전파할 때 

고려하는 위상속도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이동속도, 즉 군속도와는 다

르다. 위상속도와 군속도는 모두 탄성 파유도체에서 주파수에 따라 속

도가 변한다.

d

S wave L wave

L wave transducer
on plexiglass wedge

Fig 3.1 Partial wave pattern of guided waves propagation in an 

isotropic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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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성 탄성관을 전파하는 유도초음파는 유한한 주파수대역을 가

지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진동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형이 변하게 된다. 체적파와 다른 한 가지는 여러 종류의 유

도초음파 모드가 같은 진동수 역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 관에서는 중심 축에 대해 대칭(axisymmetric) 및 비대칭

(non-axisymmetric) 모드가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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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과 같은 운동방정식에

서부터 출발한다[4].

μ∇2 u+(λ+u) ∇( ∇⋅u)=ρ(∂2 u/∂t 2)                 (3.1)

u=[ ]er eθ ez

ꀎ

ꀚ

︳︳︳︳

ꀏ

ꀛ

︳︳︳︳

ur
uθ
uz

여기서, u는 입자의 변위 벡터, ρ는 도, μ와 λ는 Lamé의 탄성 상

수이다.  식(3.2)를 u에 대해 풀고 변위-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응력

을 구한다. 여기에서, 부피변화에 대한 스칼라 포텐셜 Φ과 회전에 대

한 벡터 포텐셜 Η항으로 변위를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u=∇Φ+∇×Η                        (3.2) 

                여기서,  ∇⋅Η=0

식(3.2)를 식(3.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3.3)을 얻게 된다.

   ∇{(λ+2μ)∇2
Φ-ρ

∂ 2Φ

∂t 2 }+∇×{μ∇
2
Η-ρ

∂ 2 Η

∂t 2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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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식(3.3)을 만족하려면

           
∇
2
Φ=

1

CL
2
∂
2
Φ

∂t
2   ,     

∇
2
Η=

1

CT
2
∂
2
Η

∂t
2         (3.4) 

이다. 여기서, CL=(λ+2μ)/ρ 이고 CT=μ/ρ 이며 CL과 CT는 각각 

무한한 매질에서 종파와 횡파 속도이다. 

원통형 좌표계(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에서 각 변위는 

식(3.5)와  같이 표현된다.

                

Ur=
∂Φ
∂r
+
1
r

∂ Ηz
∂θ
-
∂Ηθ
∂z

Uθ=
1
r
∂Φ
∂θ
+
∂Ηr
∂z
-
∂Ηz
∂r

Uz=
∂Φ
∂z
+
1
r

∂(r Ηθ)

∂θ
-
1
r

∂ Ηr
∂θ

                  (3.5)

만약, Fig 3.2와 같이 내벽과 외벽의 반지름이 a와 b인 관이 자유경

계를 갖는 경우, 경계조건은 식(3.6)과 같이 쓸 수 있다.

Fig 3.2  A traction free infinitely long hollow cylinder with 

the inside radius a and the outside radius b

       σ rr=σ rz=σ rθ=0      at  r=a    and   r=b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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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 rr, σ rz, σrθ는 원통형 좌표계에서 반지름 방향( r)의 수직

응력과 전단응력이다.

식(3.4)에 나타낸 ∇2 Η는 원통형 좌표계에서 식(3.7)이 된다. 

     

∇2Η=∇∇⋅Η-∇×∇×Η

=(∇2Ηr-
Ηr
r2
-
2
r2
∂Ηθ
∂θ
)er+(∇

2 Ηθ-
Ηθ
r2
-
2
r2
∂Ηr
∂θ
)eθ+∇

2Ηz ez   (3.7)

식(3.7)에 나타난 포텐셜을 각 성분( r,θ, z)별로 나누면 식(3.8)과 

같이 쓸 수 있다.

            ∇
2Ηr-

Ηr

r2
-
2

r2
∂Ηθ
∂θ
=
1

CT
2

∂
2Ηr

∂t 2        

           ∇
2Ηθ-

Ηθ

r
2 -

2

r
2

∂Ηr
∂θ
=
1

CT
2

∂
2Ηθ

∂t
2                     (3.8)

             ∇
2Ηz=

1

CT
2

∂
2Ηz

∂t 2

             
∇
2
Φ=

1

CL
2
∂
2
Φ

∂t
2

식(3.8)을 만족하는 해로 Gazis[5]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Φ=f(r) cos(Mθ)cos(ωt+kz)

Ηr=gr(r)sin(Mθ)sin(ωt+kz)

Ηθ=gθ(r)cos(Mθ)sin(ωt+kz)

Ηz=g3(r)sin(Mθ)cos(ωt+kz)

                         (3.9)

여기서, k는 파수이고, 알려지지 않은 함수 f와 g의 일반적인 

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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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ZM(α 1r)+BWM(α 1r)

g 3=A 3ZM(β 1r)+B 3WM(β 1r)

2g 1=(g r-g θ)=2A 1ZM+1(β 1r)+2B 1WM+1(β 1r)

2g 2=(g r+g θ)=2A 2ZM-1(β 1r)+2B 2WM-1(β 1r)

         (3.10)

여기서, α2=ω2/C 2L-k
2 , β2=ω2/C 2T-k

2이고,  α1=|αr|, β1=|βr| 이다. 

그리고 M=0,1,2,3, …,∞ 로 원주방향 차수(circumferential order)를 

나타낸다. 식(3.10)에서 ZM과 WM은 α와 β가 실수인 경우 Bessel 함수 

JM과 YM을 나타내고, 허수인 경우 modified Besssel 함수 IM과 KM이 

된다. 식(3.9)를 식(3.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3.11)과 같이 각 방

향의 변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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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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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z=[-kf-g' 1-(M+1)(g 1/r)]sinMθ cos(ωt+kz)
        (3.11)

여기서, “′”은 반경 방향인 ur, 원주방향인 uθ, 그리고 축 방향인 

uz를 r에 대해 각각 미분한 것이다. 선형 탄성 이론에서 잘 알려진 변

위-변형률과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응력에 대한 식을 구한 후, 

식(2.6)의 경계조건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6개의 선형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ijX=0                        (3.12) 

여기서, Cij는 선형탄성계수 행렬이고, X는 6개의 미지상수 {A, B, 

A1, B1, A3, B3}이다. 식(3.12)의 제차시스템(homogeneous system)이 

자명하지 않은 해(non-trivial solution)를 가지기 위해서는 Cij인 행

렬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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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C ij | = 0                       (3.13)

식 (3.13)은 주파수식(frequency equation)으로 불리어지는데, 이로

부터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구할 수 있다[6].

2. 탄성관에서의 유도초음파의 모드

유도초음파의 진행방향이 관의 길이방향인 경우 유도초음파 모드를 나

타내기 위해서 두 개의 첨자 M(circumferential order)과 n(mode number)

을 사용하고 있다. M=0인 경우에는 관의 축에 대해 대칭이고 M=1, 2, 

3...인 경우에는 축 대칭이 아니다. M=0인 경우에는 축 대칭인 모드 

(axisymmetric modes)를 나타내는데, 축 대칭인 모드는 다시 

L(longitudinal) 모드와 T(Torsional) 모드로 파가 관의 벽 속에서 진동

하는 양상에 따라 구별되어 진다. L모드는 파의 진동하는 성분이 관의 길

이방향과 반경방향으로만 있는 경우로서 L(0,n)으로 나타내며, T모드는 

파의 진동성분이 원주방향으로만 있을 경우로서 T(0,n)으로 나타낸다. 그

리고, M=1, 2, 3...인 경우에는 비축대칭인 모드(non- axisymmetric modes)

를 나타내며 F(Flexural)모드로 부르며 F(M,n)으로 표시한다. F모드의 경

우에는 관의 벽 속에서 파의 진동성분이 세 방향(반경, 원주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모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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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에서 무한한 수의 모드를 

가지고 있고, M=1, 2, 3....에서 circumferential order M에 대해 무

한한 수의 F모드를 가지고 있다. 

유도초음파가 관을 전파할 때 L모드, F모드, T모드의 세 종류의 모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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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다. 실험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모드는 축 대칭인 L모드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초음파 센서로 잘 발생될 수 있으며, 축 대칭으로 분

석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축대칭 센서의 사용 또는 비축대칭 결

함으로부터의 반사 등으로 인하여 실험적으로 비축대칭인 모드, 즉 F모드

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축대칭 모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

리고 T모드는 실험적으로 발생시키고 수신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초음파 

센서로는 효율이 떨어져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진동수식으로 불리어지는 식(3.13)으로부터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구

할 수 있다. 위상속도 분산선도는 유도초음파를 가진 시킬 수 있는 조

건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데, 식(3.14)에 나타낸 스넬의 법칙(Snell's 

law)을 사용하여 유도초음파의 위상속도와 입사각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υ
sinθ

= Cp                           (3.14) 

여기서, v는 초음파 센서에 부착된 웨지의 종파속도, θ는 웨지에서의 

입사각, 그리고 Cp는 유도초음파의 위상속도이다. 일단 입사각이 결정되

면 위상속도가 결정되므로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모

드들의 fd값을 찾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단일진동수와 단일위상속도를 

결정하여 위상속도 분산선도 상의 특정지점의 모드를 발생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진하는 신호의 시간적인 길이와 센서의 크기 제한으로 인

하여 단일 진동수와 단일 위상속도를 가진 유도초음파를 발생할 수가 없

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발생되는 유도초음파는 시스템과 센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진동수 대역과 위상속도의 대역을 가지고 있다.

유도초음파의 경우 에너지 전파속도는 위상속도와는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음향학적으로 에너지 속도는 군속도와 같다. 군속도 

분산선도는 식(3.15)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위상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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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dω
dk                               (3.15)

여기서, ω는 각 진동수이고, k는 파수인데 이는 ω/Cp와 같다. 그러

므로 식(3.15)를 식(3.16)으로 표현할 수 있다.

C g = 
dω

d(ω/c p)
       

= 
dω

dω

c p
-ω

dc p

c
2

p

=
c
2

p

c p-ω
dc p

dω
                     (3.16)

여기에서, ω대신 fd, 즉 주파수와 파유도체 두께의 곱으로 표시하면 

군속도를 식(3.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g=
c
2
p

c p-(fd)
dc p
d(fd)                      (3.17)

군속도를 아는 것은 모드확인과 반사파로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Fig 3.3은 피더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구

한 분산선도이다. 이 분산선도를 결정하기 위해, 피더관을 바깥 반지

름(outside radius, OR) 31.75 mm, 안 반지름(inside radius, IR) 

25.25 mm, 두께(thickness, d) 6.5 mm인 직관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

한 분산선도를 이론적인 해를 구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때 관의 탄성

계수(Young's modulus, E)는 200GPa, 푸아송비(Poisson's raio, v)는 

0.32, 도(density, ρ)는 7.85×10
3 kg/m3로 취하 다. 이 분산선도를 

구하기 위하여 Matlab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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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 (a) Phase velocity and (b) group velocity dispersion curves 

for the longitudinal and flexural modes of a feeder pipe

3. 시간과 주파수 분석법

가.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시간 역과 주파수 역은 신호를 조사할 때 두 개의 상호 보완

적인 역이다. 주어진 연속신호 f(t)에 대한 푸리에 변환은 F(ω)로 

표시하며 식(3.18)과 같이 정의된다.



- 15 -

F(ω)=⌠⌡f( t) e
- iωt
dt = < x, e

iωt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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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을 식(3.18) 같이 합쳐서 원신호 f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푸리

에 변환을 이용한 신호분석의 핵심적 이론이다. 이러한 주파수 정보

를 통한 신호분석은 공학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푸리에 변환의 문제점은 신호를 분석할 때 시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시간 역에서 주파수 역으로 변환을 하면 시간의 정보

를 잃어버리게 되고 단지 주파수의 정보만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 여러 시

간대의 정보가 모여 F(ω)를 이루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Fig 3.4와 같이 시간축상에 창문 

함수(window function)를 쉬워 시간-주파수 역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이 제안되었다. 창문함수 h에 대한 단시간 푸리에 변환은 식(3.19)

와 같이 정의된다.

STFT(ω,τ) = ⌠⌡

+∞

-∞
f( t)h(τ- t) e

- iωt
dt                (3.19)

여기서, f(t)h(τ-t)는 신호 f(t)의 시간 τ근처에서의 정보를 내포

하고 있으며, f(t)h(τ-t)의 푸리에 변환인 STFT(ω,τ)는 결국 신호 

f(t)에 대한 시간 τ, 주파수 ω 근처에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과 주파수 대역에서 국소화된 정보를 조합하여 식(20)과 

같이 원신호 f(t)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

f( τ) =
1
2π
⌠
⌡

+∞

-∞

⌠
⌡

+∞

-∞
STFT(ω,τ)ψ(τ-u) e

iωτ
dωdu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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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Principle of the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그러나, 단시간 푸리에 변환은 창문 함수의 지지 역의 크기에 따

라 분석 가능한 신호의 주파수 역 범위가 미리 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각각의 창문 역들 사이에 신호의 불연속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또한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는 전체 신호의 에너

지를 특정 주파수에 집중시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STFT를 유도초음파의 모드 분석에 적용한 연구를 극히 최근에야 수행되

었다. Fig 3.5는 STFT 기법을 이용하여 두께 2.5mm인 알류미늄판 내를 진

행하는 유도초음파의 분산양상을 얻고 모드확인을 한 실험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여기에서, 유도초음파의 발생조건은 아크릴 웨지에서 입사각이 

30° 고, 가진신호의 중심진동수는 1 MHz 다. 시간 역에서의 RF 신호를 

보면 여러 개의 모드가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개의 모드가 그리고 어떠한 모드가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STFT

를 이용하여 얻은 시간-진동수 역의 신호를 보면 진동수에 따른 도착시

간의 정보가 함께 나타나있을 뿐 아니라, 각 모드의 분산양상이 또한 명

확히 나타나있다. 물론 STFT에 의해 얻어지는 분산양상은 유도초음파의 

전파거리에 따라 분산의 정도는 달라지나 분산의 경향은 그대로 유지된

다. 이러한 분산양상을 Fig 3.5 (b)에 제시한 군속도 분산선도와 비교함

으로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STFT의 결과에서 보여

주는 진동수에 시편의 두께를 곱하여 분산선도와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하면, 모드 a와 b가 확인되어지고 각 모드의 진동수대역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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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군속도와 함께 모드의 분산의 양상을 확인

하여 모드를 분별하기 때문에 분산성이 있는 여러 개의 모드가 전파될 때

에도 모드를 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속도의 측정 결과만을 이용하

는 기존의 모드분석 방법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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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An example of guided wave mode identification using a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  (a) A guided wave pulse 

echo signal from a symmetric aluminum plate edge was 

analyzed for the mode identification using a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b) The shaded areas in the group 

velocity dispersion diagram represent the guided wave 

modes received.

나. Modifie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최근 모드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유

도초음파 신호를 시간-진동수 역에서 분석하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STFT)나 Wavelet Transforms(WT)를 이용한다. 

분산성이 있는 유도초음파가 시간-진동수 역에서 표시되면 유도초

음파의 진동수 성분에 따른 도착시간(arrival time)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유도초음파가 진동수에 따른 분산양상(patterns of 

dispersion)을 파악함으로 모드를 확인할 수 있다. 



- 18 -

시간과 주파수 분석법과 군속도 분산 선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군속도 분산선도와 단순한 시간 역 신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유도초음파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있어 빠른 신호

들이 일찍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군속도 분산 선도는 주파수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 유도초음파의 도착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군속도 분산 선도의 x축은 주파수․두께(fd), y축은 군속도(v)이고, 

시간과 주파수 분석법의 x축은 비행시간, y축은 주파수이다. 이는 

군속도 분산선도의 x축은 시간과 주파수 분석법의 y축, 군속도의 y

축은 시간과 주파수 분석법의 x축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모드가 

분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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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Guided wave mode identification by using modifie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Fig 3.6은 좀더 쉽게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된 STFT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냈다. 기존의 STFT는 x축이 시간

축이고, y축은 주파수축 이 기 때문에 군속도 분산선도와 패턴을 

비교할 때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x축을 주파수축, 

y축을 시간축으로 변환시켰다. 또한 배관의 두께 d가 일정하다는 가

정 하에 주파수에 두께 d를 곱하여 x축을 군속도 분산선도와 일치시

켰다. Fig 3.6의 신호를 보면 L(0,2), F(M,3) 모드, L(0,3), F(M,5) 

모드, 그리고 L(0,4), F(M,6) 모드로 3가지 모드가 중첩되어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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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RF 파형을 보면 몇 개의 다중 모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modifie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사용

하면 어떤 모드들이 전파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다. Wavelet Transform

웨이브렛 변환은 이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

로운 신호처리기법으로 신호, 시스템, 프로세스의 모델을 특수한 신

호의 집합으로 구성하는 것에 관한 수학이다[8]. 이 특수한 신호를 

wavelet이라 부르고,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작은 파

(wave-let)를 기본 패턴으로 하고, Fig 3.7과 같이 작은 파를 이동

(shifting)이나 확대․축소(scaling)에 의해 임의의 파형으로 표현

한 것이다. 웨이브렛 변환은 계산속도가 빠르고 원신호에 빠르게 접

근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호의 평탄성을 잘 분석하며, 주어진 신호에 

대한 시간과 주파수 역에서의 정보를 균형적으로 국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폭과 주파수가 시간 t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신호의 일부분을 

취하면 각각의 부분은 웨이브렛을 종횡으로 확대․축소하여, 신호의 

크기와 국소적인 주파수를 나타낼 수 있다. 신호의 일부분을 취하기 

위해서는 웨이브렛ψ(t)의 변수 t를 (t-b)/a로 치환하고, ψ((t-b) 

/a)가 신호의 국소적인 모양을 나타내도록 실수 a와 b를 선택한다. 

이와 같이 웨이브렛은 신호를 부분적으로 취할 때의 단위로 사용된

다. 본래의 웨이브렛은 최초의 작은 파인 모웨이브렛(mother 

-wavelet) 또는 analyzing wavelet이라 부르고 웨이브렛 변환의 핵

이 된다. 

웨이브렛으로 잘라낸 신호의 한 부분은 각각 시간축 상에서의 위

치와 그 부분의 국소적인 주파수를 나타낸다. 주파수를 나타내는 좌

표축을 새로 설정하고 시간축과 주파수축을 두축으로 하는 2차원면

을 고려하면, 이것을 시간-주파수 평면(time-frequency plane) 또는 

신호평면(signal plane)이라 부른다. 이 신호평면 위에 각각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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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치하면, 웨이브렛 성분으로부터 본래 각 신호의 주파수가 어떠

한지를 잘 알 수 있다[9,10]. 

함수 f(t)의 wavelet 변환(WT)은 식(3.21)과 같이 정의된다.

W(a, b)=
1
a
⌠
⌡

∞

∞
f( t) Ψ(

t-b
a
)dt                    (3.21)

여기서, a > 0 이며 over bar(-)는 공액복소수를 나타낸다. 함수 

Ψ(ω)는 기본 wavelet으로 식(3.22)의 허용조건을 만족해야한다.

           
⌠
⌡

∞

-∞

|Ψ(ω|
2

ω
dω < ∞                         (3.22)

여기서, 함수 Ψ(ω)는 ψ(t)의 Fourier 변환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기본 wavelet으로 시간-주파수 분해능이 좋은 Gabor 함수를 

채택하 는데, Gabor 함수는 식(3.23)으로 정의된다.

Ψ g ( t) =
1
4
π

ω 0
γ

exp [-
( ω 0/γ)

2

2
t 2 ](i ω 0 t)        (3.23)

여기서, ω0과 γ는 양의 상수이다. 엄 히 말해 Gabor 함수는 식

(3. 23)의 허용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γ가 충분히 크다면 근사

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는 γ = π 2/ ln 2 ≃ 5.336과 

ω 0 = 2π를 사용하여 식(3.23)이 허용조건을 근사적으로 만족하도록 

하 으며, 상수값 a, b는 각각 주파수와 시간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로 식(3.24)와 같이 표시된다.

a= 2
m/4
,b= n∇t

                            (3.24)

여기서 m, n은 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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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렛 변환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과는 달리, 크기 변수 a의 변

화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대역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러한 특

성은 아주 짧게 존재했다 사라지는 신호의 특이점의 분석에 특히 유

용하다. 

웨이브렛 변환은 신호처리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발전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는 유도초음파 모드 분석에 응용된 연구는 없다.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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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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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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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Principle of the wavelet transform

라. Wavelet tranform을 이용한 모드 해석

  

웨이브렛 변환은 분석할 신호의 주파수 역에 맞게 다양하게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웨이브렛 변화의 경우 좀더 정확한 저주파 정보를 원

할 때 긴 시간 간격을 이용하며, 고주파 정보를 원할 때에는 짧은 시간 

간격을 이용한다. 웨이블렛 변환은 주파수 성분이 급격히 변화하는 신

호의 분석에 유용하다. 그러나 일반 신호를 처리할 때에는 굳이 주파

수의 변화보다는 신호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웨이브렛 변환은 많은 기저함수가 있으며, 이들 기저함수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Gabor 함수를 사용하여 웨이브

렛 변환을 하 다. Gabor 함수를 적용한 이유는 시간 창의 폭과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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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창의 곱이 가장 작으므로 최적의 분해능을 제공한다. 

웨이브렛 변환은 x축은 시간축, y축은 스케일(scale)축으로 되어있

다. 그러나 스케일축은 군속도 분산선도와 직접적인 비교가 안되기 때

문에 스케일축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주파수 축으로 변환하 다.

                        s =
5 f s
2π f               

여기서 s는 스케일, fs는 샘플링 주파수 그리고 f는 주파수이다. 

Fig 3.8은 pitch-catch법을 사용하여 중심주파수 0.5 MHz, 38°의 입

사각으로 얻은 신호와 그 신호에 대한 W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STFT의 결과로 얻은 패턴과 유사한 시간과 주파수 역상

의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여 검

출신호의 모드 분석이 가능하 다. 

   

Fig 3.8 Guided wave mode identification by using wavele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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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도초음파 전파에 대한 유한요소 정식화

1.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초음파 해석기법

일반적으로 유도초음파는 파동의 위상속도가 다른 다양한 모드가 발생

하고 분산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호해석과 모드 확인이 어렵다. 더욱이 

최근 형상이 복잡해지면서 신호해석에 대한 논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치해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

술을 이용하여 유도초음파의 전파 경로와 수신되는 신호를 예측하는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치해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은 

초음파의 전파 현상을 동탄성 문제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FDM(finite 

difference method), FEM(finite element method), BEM(boundary 

element method) 등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1-13]. 최근에는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FEM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Sanderson과 Smith[14]는 FEM과 공진법을 이용하여 기차 철로에 대

한 분산선도를 도출하 다. 그리고 Demma, Cawley, Love 등[15]은 다양

한 곡률을 갖는 곡관에서 모드 변환에 대하여 FEM을 이용한 수치해석적 

연구와 실험적 검증을 실시하 으며, Hayashi[16]는 SAFEM(semi- analytical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을 갖는 파유도체에서의 

유도초음파 전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동탄성 문제의 유한요소 정식화

체력을 무시하면 탄성파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2계 편미분 방정식과 

경계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

              Cijkluk, lj = ρü i    in the region Ω               (3.25)

              Tijnj = ti    on  Γt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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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 u i on  Γu                                (3.27)

여기서 Γ t와 Γ u는 각각 Ω를 포함하는 traction과 kinematic 경계이

며, C ijkl은 탄성계수이다.

필요한 유한요소 정식화를 위하여 위의 방정식을 가중잔여법(weighted 

residual scheme)에 의한 weak form으로 변환한다.

                 ⌠⌡Ωω i(C ijklu kilj-ρ u ï)dv = 0                        (3.28)

첫 항을 부분적분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Ωω i,jC ijklu k,ldv+
⌠
⌡Ω
w iρ u ïdv-

⌠
⌡Γ
w it ids=0               (3.29)

이 식은 원래 방정식의 weak form으로서 원식 (3.25)에서 변위벡터의 2

계 미분 대신에 1계 미분만 필요하다. 체적 Ω를 일련의 작은 요소로 나

누고 변위를 다음과 같이 근사화한다.

               u e
i = Σ

I = 1

Ne

NI (x, y, z )U
I
i (t )                      (3.30)

여기서 NI(x,y,z)는 형상함수이다. Ne는 요소의 절점수이고 U
I
i (t )는 

절점에서의 변위이다. 가중함수를 동일한 형태로 표현하고 ui와 wi에 대

한 근사식을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Ke]{Ue}+[Me] {Ue}̈={R e}                          (3.31)

[ Ke]와 [ Me]는 각각 요소강성행렬과 질량행렬을 나타내며, 그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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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K e
ij =

Ωe
NI, iCijklNJ, jdv                         (3.32)

              M e
ij =

Ωe
NIρNjdv                              (3.33)

여기서 I, J = 1, 2, . . . , Ne.

 U e 와 U ë 는 절점변위와 2계 시간 도함수를, R e 는 경계 Re에서

의 표면 traction으로 인한 요소의 하중벡터를 나타낸다.     

 

               R e
I =

Γe
t

Nitids                                (3.34)

     

요소행렬과 하중벡터를 조합하면 다음의 전체행렬식을 얻는다.

               [K] {U}+[M] {U}̈={R}                             (3.35)

이 식은 부분적으로 분할된 형태이며, 시간축은 아직 분할되지 않았다. 

변위벡터에 대한 해를 직접 구하기 위하여 2계 시간도함수를 근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앙 차분법을 사용하면

                 {U} t=
1

△t 2
( {U} t+△t-2{U} t+2{u} t-△t            (3.36)

식(3.36)를 (3.35)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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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2
[M ] U t+∆t

                                      = R t − [K ] −
1

∆t 2
[M ] U t −

1

∆t 2
[M ] U t−∆t

      (3.37)

여기서 Δt는 시간 간격이다. U t −∆t와 U t를  알면 이 식으로부터  

U t+∆t를 구할 수 있다. 

유한요소모델에서 시간 및 공간 분해능은 수치결과의 수렴에 절대적으

로 중요하다. 적분 시간 간격 Δt는 해의 정확도에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

적으로 모델의 정확도는 더 작은 시간 간격을 사용할수록 그만큼 더 좋아

진다. 반면에 너무 작은 간격을 사용하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

라서 절충이 필요하다. Newmark 시간적분법에 대하여 최고 주파수 1 사이

클당 20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Δt =  
1

20 f max                              (3.38)

여기서 f max은 관심있는 최고 주파수이다. 또 필요한 시간 간격은 가

장 속도가 빠른 파가 연속한 절점 사이를 전파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관련

될 수 있다. 즉, 가장 빠른 파가 한 시간 간격동안 절점 사이를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Δt <  
l e
VLm                                  (3.39)

여기서 l e는 절점 사이의 가장 작은 간격이며, VLm은 가장 큰 종파 

속도이다. 요소의 크기는 전파하는 파들이 공간적으로 분해되도록 선택한

다. 일반적으로 l e는 한 파장당 10개 이상의 절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주파수 1사이클당 25∼30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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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해석 절차

유한요소 해석을 위하여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7.0을 사

용하 다.

Fig 3.9는 ANSYS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과정의 개략도이다.

Fig 3.9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NSYS program

가. Preprocessing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해석을 위해 필요한 Modeling 

및 Meshing 과정 등을 포함하며 그 밖에 Element type ,node 생성, 물성

치 등을 결정, 적용하는 단계이다.

나. Solve 

Analysis Type을 결정하며 결정된 Analysis Type 에 따라  Function 및 

Boundary condition 등을 Preprocessing 과정에서 생성된  Model에 적용

하며 해석을 실시한다.

다.  Result 

z -축방향  원하는 node 점에서 시간에 따른  변위를 측정 및 저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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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직관부 유한요소 해석

1. 유한요소 해석

본 연구에서는 Fig 3.10에 보인 바와 같이 바깥 반지름(OR) 25.25 mm, 

안쪽 반지름(IR) 31.75 mm, 길이(length, l) 200 mm, 두께(d) 6.5 mm인 

직관에 대하여 FEM 해석을 수행하 다. 이 직관은 CANDU 원자력 발전소의 

피더관과 외경, 내경, 그리고 두께가 동일한 관이며, 해석을 위하여 사용

한 직관의 물성값은 Table. 3.1에 나타내었다.

Fig. 3.10 A schematic diagram of the straight pipe under investigation

Table 3.1 Material properties of the pipe used in FEM analysis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density(kg/m 3

)

200 0.32 7.85×103

유한요소 해석은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er. 7.0을 사

용하 다. 유도초음파가 관을 전파할 때 L모드, F모드, T모드의 세 종류

의 모드가 존재한다. 그 중 축 대칭이며 분석이 비교적 간단한 L모드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 다. 대칭성을 고려하여 1/4 모델링을 하 으며, 요

소크기(element size)는 0.982 mm(r방향)×0.997 mm(θ방향)×1 mm(z방향)이

다. 요소형태(element type)는 solid brick 8 node이며, 70,000개의 요소

(element)와 82,008개의 절점(node)으로 구성하 다. Fig. 3.11은 1/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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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모델이다.

Fig. 3.11 Generated meshes for FEM analysis of the straight pipe

하중 조건은 Fig. 3.12와 같이 다단계해석(transient analysis)을 적용

하여  1 단계는 한 파장의 정현파(sine wave)를 입력하 으며,  2 단계는 

적용된 변위가 시간에 따라 전파해가는 것을 보기 위해 0을 입력하 다.

Fig 3.12 Input displacement to the straigh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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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의 적용시간(end-time)은 0∼2μs로 한 주기의 정현파(sine 

wave)를 입력 하 다. 2 단계는 입력된 변위가 길이 방향으로 46μs까지

(23파장 길이) 전파하도록 적용하 다. 이때 1단계, 2단계의 입력값은 각

각 30, 660개의 서브스텝(sub-step)로 나누었으며, Δt는 0.067μs이다. 

Table 3.2는 직관부에 적용된 하중에 관한 상세 조건이다.

Table 3.2 Input condition of the applied load to the straight pipe

1step 2step

Function
sin (2πft)

( f= frequency, t= time)
0

Time 0∼2 μs 2 μs∼46μs

Frequency 0.5 MHz -

Substep 30 660

△t    
2
30
=0.067μs

(46-2)
660

=0.067μs

2. 유한요소 해석결과

Fig 3.13은 하중조건 하에서 FEM해석을 통해서 파가 전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14.9μs에서 유도초음파 모드가 형성되어 전파하기 시작

하고 t=32.5μs에는 속도가 다른 모드들이 발생하여 전파하는 유도초음파

가 퍼져서 전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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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14.9μs

     

b) t=32.5μs

Fig 3.13 Propagation of guided waves in the straight pipe at a) 

t=14.9μs and b) t=32.5μs

Fig 3.14는 축의 좌단으로부터 길이 방향으로 0 mm, 10 mm, 30 mm, 50 

mm, 75 mm, 100 mm, 150 mm, 175 mm지점에서 관찰된 z축 방향 변위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a)-① (a)-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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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③ (a)-④

(a)-⑤ (a)-⑥

(a)-⑦ (a)-⑧

Fig 3.14 Displacements along the z-axis observed at various 

locations such as at ① 0 mm, ② 10 mm, ③ 30 mm, ④ 50 

mm, ⑤ 75 mm, ⑥ 100 mm, ⑦ 150 mm, and ⑧ 175 mm from the 

left end of the pipe

Fig 3.14-①은 입력파형을 나타내며 FFT(fast Fourier transform) 결과

의 중심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인 0.5MHz이다. 30 mm지점에서 새로운 모드

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FFT 결과 다른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50 mm지점에서 모드가 완전히 생성되어 전파한다. 150 

mm까지 생성된 모드가 진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75 mm에서는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와 중첩되어 복잡한 형태의 파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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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D Fast Fourier Transform(2-D FFT)

직관 내를 전파하는 유도초음파의 모드 분석을 위하여 앞 절에서 얻은 

FEM해석 결과에 2-D FFT를 적용하 다. 2-D FFT를 수행하기 위해서 Fig 

3.15에 보인 바와 같이, 관의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위

치에서  시간에 대한 변위 데이터를 획득하 다. 본 연구에서 관의 좌단 

끝으로부터 51 mm 떨어진 지점부터 150 mm 떨어진 지점까지 1 mm 간격으

로 총 100개의 변위 변화를 FEM 해석을 통하여 구하 다. 각 점의 변위 

데이터는  t=0 부터 시작하여 t=46μs까지 0.067μs 간격으로 총 690개의 

변위 값을 취하 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에 2-D FFT를 수행하면 거리

(z)는 공간주파수(k)로 변환되고, 시간(t)은 주파수(f)로 변환되어 k-f 

분산선도를 얻을 수 있다. Fig 3.16은 3-D FEM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에 

2-D FFT를 취하여 획득한 결과이다.

Fig 3.15 A schematic presentation of acquired displacements, Uz, of 

the Straigh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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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Result of 2-D FFT for the straight pipe

Fig 3.16에 나타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D FFT 결과와 

이론적인 분산선도를 비교하 다. 이를 위해, Fig 3.17(a)에 나타낸 바와 

같은 L모드에 대한 이론적인 분산선도를 식(3.40)을 이용하여, Fig 

3.17(b)에 나타낸 바와 같은 k-f 분산선도를 구하 다.  

Cp=
ω
k                             (3.40)   

                          Cg=
dω
dk    

                           ω=2πf

여기에서 Cp는 위상속도, Cg는 군속도, ω는 각속도, k는 파수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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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17 (a) Theoretical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 based on v-fd

         (b) Theoretical dispersion curve based on k-f

Fig 3.18은 3-D FEM과 2-D FFT를 이용하여 도출한 실험적인 분산선도

(Fig 3.17-(a))와 직관의 L모드에 대한 이론적인 k-f 분산선도(Fig 

3.17-(b))를 중첩시켜 비교한 것이다.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L(0, 4) 모

드를 중심으로 L(0, 2), L(0, 3), L(0, 5) 모드가 발생하 다는 것과, 

2-D FFT 결과가 이론적인 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18 Comparison of 2-D FFT and the theoretical result for the 

straigh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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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모드 해석

웨이블렛 변환은 분석할 신호의 주파수 역에 맞게 다양하게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긴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저주파 정보를 분석하고 짧

은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고주파 정보를 분석한다. 웨이블렛 변환은 기저

함수가 있으며, 이들 기저함수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최적의 분해능을 제공하는 Gabor 함수를 사용하여 웨이블렛 변환

을 하 다. 웨이블렛 변환에서 x축은 시간축, y축은 스케일(scale)축이

다. 이때 스케일 축은 군속도 분산선도와 직접 비교를 하기 위하여 식 

(3.41)을 이용하여 주파수 축으로 변환하 다.

                        s=
5 f s
2πf                            (3.41)

여기서 s는 스케일, fs는 샘플링 주파수 그리고 f는 주파수이다. Fig 

3.19는 직관부의 좌측단으로 부터 50 mm지점에서 수신된 신호를  웨이블

렛 변환을 통하여 주파수와 시간평면에서 도시한 것이다.

Fig 3.19 Result of wavelet transform of the waveform acquired   

         at 50 mm from the left end of th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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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초음파의 모드 확인은 이론적으로 계산 된 분산선도와 실험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론으로 계산 된 군속도 분산

선도는 Fig 3.20과 같이 vg와 fd값으로 표현되어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속도의 변수인 시간과 주파수․두께의 곱(frequency․

thickness, fd)으로 표현해야 한다. Fig 3.21은 직관부의 좌단으로부터 

50 mm 떨어진 위치에서 획득한 파형(Fig 3.14 (a)-①)에 대한 웨이블렛 

변환 결과를 시간과 주파수․두께의 곱 형태로 변환한 것이다.

 

Fig 3.20 Group velocity dispersion curve of the straight pipe 

 

Fig. 3.21 Result of wavelet transform of the waveform acquired at 

          50 mm from the left end of the straigh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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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을 보면 fd 값이 약 3 MHz․mm에서 가장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

는 L(0,4) 모드를 중심으로 L(0,2), L(0,3), L(0,5) 모드가 발생하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22는 70 mm, 90 mm, 110 mm, 130 mm에서 수신된 

신호를 웨이블렛 변환한 다음 각각 시간과 주파수․두께의 곱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들 위치에서는 50 mm와 동일한 모드가 관찰되며, 50 mm에서 형

성된 모드가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웨이블렛 

변환의 결과는 앞 절에서 논의한 2-D FFT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a) 70 mm b) 90 mm

c) 110 mm d) 130 mm

Fig. 3.22 Results of wavelet transform of the waveforms acquired at 

          a) 70 mm, b) 90 mm, c) 110 mm, d) 1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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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곡관부의 유도초음파 분산 해석

1. 유한요소 해석

Fig. 3.23와 같이 바깥 반지름(OR) 31.75 mm, 안 반지름(IR) 25.25 mm, 두께

(d) 6.5 mm인 곡관에 대하여 해석을 실시하 다. 곡관의 굽힘 각은 90°이며 곡률 

중심으로부터 관의 중심까지의 곡률은 52.75 mm이다. 입력부 쪽의 직관은 유도초

음파가 발생하여 전파하는 50 mm로 모델링하 고, 곡관부 출구쪽의 직관은 입력

부와 같은 50 mm 로 모델링 하 다. 그리고 3-D FEM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3.1에 보인바와 같이 직관부와 동일한 물성치를 적용하 다.

Fig. 3.23 A schematic presentation of a bent pipe

요소크기(element size)는 직관부에서 0.982 mm(r방향)×0.997 mm(θ방향)×1 

mm (z방향), 곡관부의 안쪽에서 약 0.982 mm(r방향)×0.997 mm(θ방향)× 

0.392 mm(z방향), 중간에서 약 0.982 mm(r방향)×0.997 mm(θ방향)×1.016 

mm(z방향), 바깥쪽에서 약 0.982 mm(r방향)×0.997 mm(θ방향)×1.639 mm(z

방향)이다. 요소형태(element type)는 solid brick 8 node 이며, 126,000

개의 요소와 146,248개의 절점으로 구성하 다. Fig. 3.24는 1/2 곡관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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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Generated meshes for FEM analysis of the bent pipe

하중 조건은 Fig. 3.25와 같이 직관부와 동일한 형태로 2 단계 입력을 

실시하 으며 한 파장의 정현파를 입력하고 전파되는 과정을 해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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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Input displacement to the bent pipe

1 단계의 적용시간(end-time)은 0∼2μs이며, 2 단계는 곡관부 끝까지 

전파하도록 적용시간을 46μs로 적용하 다. 이때, 각 단계는 각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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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개의 서브스텝으로 나누었으며, 시간 간격 Δt는 0.08μs이다. Table 3.3

은 곡관부에 적용된 하중에 관한 상세 조건이다.

Table 3.3 Input condition of the applied load to the bent pipe

1step 2step

Function sin (2πft)

( f= frequency, t= time)
0

Time 0∼2μs 2 μs∼46μs

Frequency 0.5 MHz -

Substep 25 550

△t    
2
25
=0.08μs

(46-2)
550

=0.08μs

2. 유한요소 해석결과 

Fig. 3.26은 하중조건 하에서 FEM 해석을 통해서 파가 전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19.6μs에서 직관에서 형성된 모드가 곡관을 따라 전파하기 시작하고 

t=42.3μs에서는 곡관을 통과하여 관을 감싸면서 전파하는 복잡한 형태로 전파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t=19.6μs

  

b) t=42.3μs

Fig. 3.26 Propagation of guided wave in the bent pipe at a) t=19.6μs and 

          b) t=42.3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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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관부는 직관부와는 달리 곡관의 경로에 따라서 형상이 변화하여 경계조건이 

달라지므로 대표적으로 Fig. 3.27과 같이 a, b, c 세 경로에 대하여 분석하 다. 

경로 a는 곡관부의 바깥쪽 부분이고, 경로 b는 곡관부의 중심부분, 경로 c는 곡

관부의 안쪽 부분이다. Fig. 3.28은 곡관부의 경로 a에서 거리에 따른 길이방향(z

방향)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28-①은 입력변위이며, ②, ③은 각각 입력 

변위로부터 30 mm, 50 mm 지점의 변위이다. 직관부와 동일하게 50 mm에서 모드가 

완전히 형성되어 전파한다. Fig. 3.28-④,⑤,⑥,⑦은 ③을 기준으로 22.5° 간격

으로 측정한 변위다. 곡관부에서는 관의 형상이 변하므로 F모드 등의 다양한 모

드가 함께 발생하기 시작하며, 복잡한 형태의 파형을 갖는다. Fig. 3.28-⑧은 곡

관부를 지난 직관부 역으로 곡관부를 지나면서 발생한 복잡하고 다양한 신호 

형태를 갖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Fig. 3.27의 경로 b, c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

다.

Fig. 3.27 Analysis paths along the (a) outer-side, (b) mid-side, (c) 

inner-side of the ben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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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① (a)-②

(a)-③ (a)-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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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⑤ (a)-⑥

(a)-⑦ (a)-⑧

Fig 3.28 Displacements along the z-axis observed at various 

locations such as at ① 0 mm, ② 30 mm, ③ 50 mm from the 

left end of the pipe, ④ 22.5°, ⑤ 45°, ⑥ 67.5°, ⑦  90° 

from the starting point of bent area, and ⑧ 30 mm from the 

end of the bent area

3.  2-D Fast Fourier Transform (2-D FFT)

Fig. 27의 경로 a, b, c에 대한 2-D FFT 결과와 직관부의 이론적인 분산선도와

의 비교를 Fig. 3.29에 나타내었다. 경로 a, b, c는 각각 데이터를 획득한 간격

(△D)이 다르기 때문에 분해능의 차이가 있으며, 경로 c에서 경로 a로 갈수록  

분산선도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f/k는 위상속

도를 의미하며, df/dk값은 군속도를 의미한다. 즉, 곡관부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위상속도, 군속도 값이 모두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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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29 Comparison of 2-D FFT in (a) outer-side (b) mid-side (c) 

inner -side of feeder pipe to the theoretical result for 

the straigh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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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모드 해석

Fig. 3.30은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곡관부 입사면으로 부터 22.5° 지점의 

모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직관부와 유사한 형태의 모드가 발생하며, 곡관의 경우 

분산선도나 모드에 대한 이론이 적립되지 않아 이를 준L(0,2), 준L(0,3), 준

L(0,4), 준L(0,5) 모드로 칭하 다. 직관부와 동일하게 준L(0,4), 준L(0,3)에서 

가장 큰 세기를 나타내며 이를 중심으로 준L(0,2), 준L(0,5) 모드가 약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30 Result of wavelet transform of the waveform acquired at 22.5°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bent area

Fig. 3.31은 Fig. 18의 경로 a, b, c에서 22.5° 간격으로 웨이블렛 변환을 한 

결과이다. 곡관부의 입사면으로 22.5° 떨어진 지점에서는 직관과 유사한 형태의 

모드를 갖고 있지만 곡관부의 출구쪽으로 갈수록 경로 a에서는 준L(0,2), 준

L(0,4)모드가 경로 b에서는 준L(0,2)모드, 그리고 경로 c에서는 준L(0,2), 준

L(0,3)모드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직관에서 생성된 모드가 곡관을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형태의 모드로 천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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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① (b)-① (c)-①

(a)-② (b)-② (c)-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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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③ (b)-③ (c)-③

(a)-④ (b)-④ (c)-④

Fig. 3.31 Results of wavelet transform of waveforms acquired at various 

locations; (a) outside, (b) middle, (c) inside positions at ① 

22.5° ② 45° ③ 67.5° ④ 90° from the b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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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FEM을 이용한 곡관부 결함 탐상 해석

1. 유한요소 해석

곡관부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인한 유도초음파의 신호 및 모드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곡관부에 결함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에 대한 3-D FEM 해석을 각각 

실시하 다. 바깥 반지름 31.75 mm, 안 반지름 25.25 mm, 두께 6.5 mm, 굽힘각 

90°, 곡률의 중심으로부터 관의 중심까지의 곡률이 52.75 mm인 곡관에 대하여 결

함이 있는 모델과 결함이 없는 모델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 다. Fig. 3.32와 같

이 결함의 크기는 0.2 mm(d)×25 mm(L), 6.5 mm(w, 관통)이고, 곡관부의 중앙, 4

시방향에 위치한다. 입력부의 직관은 유도초음파가 발생하여 전파하기 시작하는 

50 mm로 모델링하 으며 곡관부를 지난 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출구쪽의 

직관은 150 mm를 모델링 하 다.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는 직관부와 동일하게 

Table. 1의 물성치를 적용하 다. 

Fig. 3.32 A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bent pipe with a crack



- 50 -

Fig 3.33(a)(b)는 각 모델을 요소로 나타낸 것이다. 요소크기는 직관부에서 

0.982 mm(r방향)×0.997 mm(θ방향)×1 mm(z방향), 곡관부의 안쪽에서 약 

0.982mm(r방향)×0.997 mm(θ방향)×0.392 mm(z방향), 중간에서 약 0.982 

mm(r방향) ×0.997 mm(θ방향)×1.016 mm(z방향), 바깥쪽에서 약 0.982 mm(r

방향)×0.997 mm(θ방향)×1.639 mm(z방향)이다. 요소형태는 solid brick 8 

node이며, 결함이 없는 모델은 449,600의 절점과 392,000개의 요소로 구

성되어있으며, 결함이 있는 모델은 488,832개의 절점과 427,315개의 요소

로 구성하 다.

(a) (b)

Fig 3.33 Generated meshes for bent pipes (a) without a crack, (b) 

with a crack

하중조건에서 1 단계의 적용시간은 0∼2μs으로 한 주기의 정현파를 입

력하 으며, 2 단계는 끝까지 전파하도록 적용시간을 2 μs∼80μs로 적용하

다. 이때 각 단계는 각각 25, 975개의 서브스텝(sub-step)으로 나누었

으며 Δt의 값은 0.08μs이다. Table 4는 결함이 없는 곡관부 및 결함을 포

함한 곡관부에 적용된 상세 하중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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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pplied input for the bent pipes without a crack and with 

a crack

1step 2step

Function sin (2πft)

( f= frequency, t= time)
0

Time 0∼2μs 2 μs∼80 μs

Frequency 0.5 MHz -

Substep 25 975 

△t    
2
25
=0.08μs

(80-2)
975

=0.08μs

2. 유한요소 해석결과

Fig 3.34(a)(b)는 각각 t=19.4μs, t=46.8μs에서 결함이 없는 곡관부의 유도

초음파 전파형상이고, Fig 3.34(c)(d)는 t=13.7μs, t=37.8μs에서 결함이 있는 

곡관부의 유도초음파 전파 형상이다. 

(a) t=19.4μs (b) t=46.8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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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13.7μs (d) t=37.8μs

Fig 3.34 Propagation of guided wave at (a) t=19.4μs, (b) t=46.8μs in 

the bent pipe with a crack, and at (c) t=13.7μs, (d) t=37.8μs 

in the bent pipe without a crack

결함의 향으로 인한 신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3.35-(a)의 위치에

서 시간에 따른 변위를 분석하 다. Fig 3.35-①은 입력 파형이며, ②는 입력부

에서 20 mm, ③은 30 mm, ④는 50 mm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변위이다. Fig 3.35-

⑤는 곡관 출구로부터 0 mm, ⑥은 35 mm, ⑦은 70 mm, ⑧은 95 mm 위치에서의 변

위를 나타낸 것이다. 결함이 있는 곡관부 출구의 변위는 관 형상의 향뿐 아니

라 결함에 의한 향을 받아 매우 복잡한 형태의 파형을 갖게 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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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① (a)-②

(a)-③ (a)-④

(a)-⑤ (a)-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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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⑦ (a)-⑧

Fig 3.35 Displacements of the bent pipe with a crack along the 

z-axis at ① 0 mm, ② 20 mm, ③ 30 mm, ④ 50 mm, from 

the loaded area, and ⑤ 0 mm, ⑥ 35 mm, ⑦ 70 mm, ⑧ 95 mm 

from the end of the bent area

3.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모드 비교

Fig 3.36(a)(b)-①, ②, ③은 결함이 있는 모델과 결함이 없는 모델 각각의 출

구에서부터 0 mm, 20 mm, 40 mm 거리에 대하여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전파 

모드를 분석하 다. Fig 3.36(a)(b)-①과 같이 결함이 없는 경우는 준L(0,2) 모

드가, 결함이 있는 경우는 준L(0,4) 모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길이 방향으

로 진행할수록 동일한 형태의 모드를 갖는다. Fig 3.36(a)(b)-① 위치에서 결함

에서 반사의 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기 때문에 신호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

나지만 Fig 3.36(a)(b)-②, ③에서는 결함 반사의 향뿐만 아니라 곡관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모드의 향으로 복잡한 형태의 파가 전파하기 때문에 모드의 구

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함에 의한 신호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곡관부 출구쪽의 신호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55 -

(a) (b)

(a)-①  

  

(b)-① 

 

(a)-②

 

(b)-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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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③

  

(b)-③

  

Fig. 3.36 Results of wavelet transform for the bent pipes (a) without a 

crack and (b) with a crack at ① 0 mm, ② 20 mm, ③ 40 mm from 

the end of the bent area

4.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원주방향 모드 확인

Fig 3.37(a)(b)①∼⑧은 Fig 3.37(c)의 ①을 중심으로 원주방향으로 45°간격으

로 떨어진 지점에서 관찰한 길이방향의 변위에 대한 웨이블렛 변환 결과이다. 결

함의 향으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Fig 3.37(c)의 ③, ⑦이다. Fig 

3.37(c)-③은 결함에서의 반사로 인하여 준L(0,3)모드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Fig 3.37(c)-⑦에서는 L(0,2)모드가 결함에서의 반사로 인하여 전파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의 위치에서는 결함의 향이 작아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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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①

   

(b)-①

(a)-②

  

(b)-②

(a)-③

  

(b)-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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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

  

(b)-④

(a)-⑤

  

(b)-⑤

(a)-⑥

  

(b)-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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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⑦

  

(b)-⑦

(a)-⑧

  

(b)-⑧

Fig 3.37 Results of wavelet transform for the bent pipes (a) without a 

crack and  (b) with a crack at eight circumferential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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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내부 결함이 존재하는 직관에 대한 Torsional 모드 해석

1. 유한요소 해석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는 직관과 결함이 없는 직관에 대한 torsional 모드에 대

한 해석을 실시하 다. 해석 모델은 바깥 반지름 31.75mm, 안 반지름 25.25mm, 

길이 200mm이며, 결함은 입력부로부터 125mm위치에 0.2mm(d)×25mm(L)

6.5mm(w,관통), 4시방향에 위치하 다.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는 앞절의 L-mode 

해석에 사용된 Table. 1의 물성치를 사용하 다. 요소의 크기는 0.982mm(r)× 

0.997mm(θ)×1mm(z)으로 직관과 동일한 크기이며, 요소형태는 solid brick 

8 node 125이다. 결함이 없는 모델은 321,600의 절점과 280,000개의 요소

로 구성되어있으며, 결함이 있는 모델은 343,478개의 절점과 349,104개의 

요소로 구성하 다. 하중 조건은 T-mode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Fig 3.38과 

같은 형태의 입력을 하 으며 1 단계의 적용시간은 0∼4μs으로 두 주기의 

정현파를 입력하 으며, 2 단계는 끝까지 전파하도록 적용시간을 

4 μs∼50μs로 적용하 다. 이때 각 단계는 각각 50, 575개의 서브스텝

(sub-step)으로 나누었으며 Δt의 값은 0.08μs이다. Table 3.5는 직관부에 

적용된 하중조건이다. 

Fig 3.38 Input condition to generate torsion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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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Input condition of the applied load to the straight 

pipe to generate t-mode

 

1step 2step

Function sin (2πft)

( f= frequency, t= time)
0

Time 0∼4μs 4 μs∼50μs

Frequency 0.5 MHz -

Substep 50 575

△t    
4
50
=0.08μs

(50-4)
575

=0.08μs

2. 유한요소 해석결과

Fig 3.39는 각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Fig3.39-①은 입

력 파형을 나타내며 입력으로부터 ② 25 mm ③ 50 mm ④ 75 mm ⑤ 100 mm ⑥ 

125 mm ⑦ 150 mm ⑧ 175 mm 떨어진 지점의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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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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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⑧

Fig 3.39 The displacements of straight pipe at t-mode along the 

z-axis at ① 0 mm ② 10 mm ③ 30 mm ④ 50 mm ⑤ 75 mm 

⑥ 100 mm ⑦ 150 mm ⑧ 175 mm from the input area

3.  2-D Fast Fourier Transform(2-D FFT)을 이용한 분산선도

길이 방향으로 1mm 간격으로 시간에 대한 변위를 2-D FFT 취하면 Fig 

3.40(a)와 같은 분산선도를 얻을 수 있다. Fig 3.40(b)는 이론적인 

torsional 모드에 대한 분산선도와 FEM과 2-D FFT를 이용하여 도출한 분

산선도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T(0, 1)모드를 중심으로 

T(0, 2), T(0, 3) 모드가 나타나며 이론적인 분산선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a)                                   (b)

Fig 3.40 (a) Comparison of 2-D FFT and the theoretical result in feeder pipe 

(b) Theoretical dispersion curve base on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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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는 직관에 대한 신호 분석

결함의 위치로부터 25mm 앞 원주 방향에 대하여 결함으로부터 5 mm 간격으로 

신호를 분석하 다. Fig 3.40(b)의 (2), (3)번 위치에서 결함 신호가 검출되며, 

반사 신호가 원주 방향으로 전파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때 수신 된 신호는 방

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주방향으로 전파하므로 ring type 혹은 원주방향의 배열 

탐촉자를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 할 수 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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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Analysis for T-mode signal of straight pipes with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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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론 및 향후 추진 계획

1. 피더관에 대한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위상선도 및 

군속도 분산선도를 도출하 다. 또한 모드분석 연구를 위해 신호처

리 기법을 개발하여 실험적으로 수신한 신호를 분석하 다. 

Short Time Fourier Transform과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유도초음파 분산특성 확인하 다. 그리고 유도초음파 분산특성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modifie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기법을 개발하 다.

2. FEM을 이용한 유도초음파 해석 기법을 개발하 다. 유한요소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순수한 L모드를 발생시키기 위

하여 한 주기의 정현파를 입력하 으며, 50 mm 부근에서 유도초음파

가 형성되어 길이방향으로 전파하 다. 그리고 해석 결과에 대한 2-D 

FFT를 실시하여 k-fd 분산선도를 구하 다. 이러한 결과를 Gazis 해

와 비교함으로써 정확성을 입증하 다. 또한,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

하여 L(0,2), L(0,3), L(0,4), L(0,5) 모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3. 곡관부 모델에 대한 3-D FEM 해석을 실시하 다. 형상의 변화에 따른 

신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곡관부의 바깥쪽, 중간, 안쪽 경로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 다. 각 경로에 대한 분산선도를 계산하여 직관

에 대한 이론적인 분산선도와 비교함으로써 곡관부 바깥쪽으로 갈수

록 군속도 및 위상속도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리고 웨이

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모드 분석을 하 다. 모든 경로에서 직관부와 

유사한 모드가 발생하여 전파하고,  곡관부 바깥쪽에서는 준L(0,2), 

준L(0,4)모드, 중심부에서는 준L(0,2)모드, 그리고 안쪽에서는 준L(0,2), 준

L(0,3)모드가 강하게 나타나며 점차 다른 모드로 천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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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함이 존재하는 곡관부 모델에 대한 3-D FEM 해석을 실시하 다. 유

도초음파는 곡관을 지나면서 다양한 모드가 발생하여 복잡한 신호형태

를 나타낸다. 결함의 향으로 인한 신호의 변화가 비교적 분명히 드

러나는 곡관부 출구쪽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함 검출이 가능한 위치와 

수신되는 신호의 모드 변화를 확인하 다. 이러한 해석결과로 L-mode

를 이용한 결함 신호 검출은 pitch-catch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러나 실제 중수로 피더관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 방사

능 지역이므로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역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pulse-echo법이 가능한 검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5. 내부에 축방향 결함이 존재하는 직관에 대하여 torsional 모드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 다. torsional 모드는 축방향으로 전파하며 

원주방향의 진동을 하기 때문에 축방향 결함에 대하여 반사 신호를 

발생하며 이러한 반사 신호는 방향성을 가지고 원주방향으로 전파하므로 

ring type 혹은 원주방향의 배열 탐촉자를 사용하여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 

이것은 pulse-echo 기법 적용이 가능하여 구조물이 복잡하여 접근이 

어려운 구조물에 대한 검사기법으로 적절하다. 

6. 앞의 결과를 토대로 축방향 결함이 존재하는 중수로 피더관을 검사하

는 기법으로 유도초음파의 torsional 모드를 이용한 검사 기법을 제안

하 다. 유도초음파의 torsional 모드를 이용하면 pulse-echo법의 적

용이 가능하여 접근에 제한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결함 검사를 원활

히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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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본 연구의 최종목표로 하는 중수로 피더관의 열화 예측을 위한 유도

초음파 전파 특성 규명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달성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피더관 직관부의 유도초음파 분산선도를 계산하고 모드해석을 위

한 시간-주파수 분석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 

규명하 다.

     - 유한요소 해석과 2-D FFT 기법을 이용하여 피더관 직관부에서 발

생하는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 규명하고 이론적인 결과와 비교 

검증하 다.

     - 검증된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곡관부에 적용시켜 곡관부의 유도초

음파 전파 특성을 규명하 다.

     - 내부에 축방향 결함이 존재하는 모델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여 결

함의 향으로 발생하는 신호의 변화 및 모드의 변화를 규명하

다.

     - 내부에 축방향 결함이 존재하는 모델에 대한 L-mode, T-mode 해석을 

실시하여 중수로 피더관 곡관부의 결함 탐상을 위한 최적 탐상 모드 

선정하 다.

2. 본 연구에서 개발한 FEM을 이용한 유도초음파 해석 기법을 활용하면 이론

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고 실험적 해석이 난해한 다양한 구조물의 유도초

음파 전파특성을 손쉽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가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함 등으로 인한 유도초음파의 전파특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3. FEM을 이용한 해석 기법은 유도초음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음파 신호해

석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초음파 현상이나 복잡한 

구조물에 적용하여 손쉽게 초음파 현상을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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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대성과

 가.  기술적인 측면

  (1) 유도초음파에 대한 기존의 연구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정리

함으로써 피더관 및 기타배관 탐상을 위한 유도초음파 기법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2) 복잡한 구조물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존에 안전진단에서 

제외되었거나 불가능하 던 배관에 FEM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파

특성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함탐상이 가능할 것이다.

  (3) 피더관뿐 아니라 다른 산업설비의 배관안전진단에도 적용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하 다. 

  (4) 이론적으로 검증된 FEM 기법을 적용하여 신호를 예측함으로서 배관

전반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켰다.

나. 경재 산업적인 측면

  (1) 광범위 탐상이 가능하게 됨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FEM을 이용한 유도초음파 해석 기술은 선진국과 동등한 또는 진

보된 기술이며 이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와 기술수출의 기반을 마

련하게 된다.

  (3) FEM 해석을 이용하여 실험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력을 절감 할 수 

있다.

  

2. 활용계획

  가. 개발된 피더관에서의 유도초음파 전파특성해석 기술을 이용하여 

피더관의 부식과 결함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산업설비의 배관과 세관을 검사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 원자력발전소배관의 각종압력배관, 증기발생기세관, 열교환기

세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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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학플랜트배관의 열교환기, 독극물수송배관 검사에 활용

      - 가스공사배관의 가스인수기지의 단열재아래의 배관(부분적인 

단열제 제거로 전체배관 탐상), 가스공급관리소 배관과 부분적

으로 노출된 주 배관(가스의 압력과 반경에 무관하게 적용가

능), 가스 가열을 위한 열교환기 세관, PIG의 센서기술로 활용

      - 도시가스의 배관의 지하매설배관(부분적인 굴착으로 매설된 주

변배관의 검사), 교량통과배관, 노출배관, PE코팅배관 검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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