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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자기변형 유도초음파 센서기술 및 신호해석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소는 수많은 배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배관의 구조안전
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비파괴검사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검사
는 배관 용접부에 대해 수행되고 있다.
최근, 용접부 이외의 부위에서 배관손상이 발생한 경우들이 다수 보고
되어 왔다. 기존의 비파괴검사방법들에 의한 다양한 배관들의 전체 검사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배관의 비용효율적인 비파괴검사를 위한 한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의 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파를 이용하는 원거리초음파검사기술(long range
ultrasonic testing, LRUT)이 개발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LRUT를 위한
자기변형변환기기술과 신호해석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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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자기변형변환기 기술개발
- 자기변형스트립의 자기적 특성 측정
- 자기변형스트립의 자기적 특성이 센서성능에 미치는 영향해석
- 변환기성능 향상방법 고안
-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2. 신호해석기술개발
- 자기변형 LRUT 시스템 모델링
- 개발된 모델의 유효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 자기변형변환기 기술개발

원거리초음파검사를 위한 자기변형스트립 유도파변환기에 널리 사용
되는 니켈 스트립과 철-코발트합금 스트립의 자기이력곡선을 진동시료자
성측정기(VS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확한 자기이력곡선은 측정과정
에서 외부자기장의 반대방향으로 발생되는 자기소거효과를 고려하여 측정
결과를 수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다. 실제검사 상황에서도 자기소거효
과가 발생하므로 요구되는 세기의 동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이력곡선에 따른 예측보다 훨씬 큰 송신전류를 RF 코일에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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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1)모드 도파의 송/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바이어스 정자기장으로 스
트립길이방향의 잔류자화를 사용할 때, 자기변형스트립 재질의 자기변형특
성, 잔류자화, 보자력, 그리고 투자율이 클수록 변환기의 성능이 향상된다.
변환기 감도는 잔류자화 혹은 동자기장의 크기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한
다. 그러나 종(longitudinal)모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자기장의 크기
는 잔류자화보다 훨씬 작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스트립 재질의 보자력이 작
을수록 이 제한은 심각해진다. 자기변형스트립의 한 면에 접착되는 비강자
성 물질의 보호스트립의 사용은 자기변형스트립의 반복적인 재사용과 시험
체에 건식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변환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
대된다.

2. 신호해석기술개발

유도파검사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을 실험적으
로 평가하였다. 이 모델은 결함과 유도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송선로모델,
자기변형변환기에 대한 KLM 형태의 등가회로모델, 그리고 전기 펄서/리시
버에 대한 등가회로모델을 포함한다. 실험측정들과의 비교는 제안된 모델
이 수신신호의 파형, 변환기의 주파수응답과 자기변형스트립 두께에 대한
그 의존성, 스트립 두께에 대한 변환기 감도의 의존성 등의 계산에 효과적
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안된 모델이 장치개발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인 변환기 전기임피던스의 평가를 위해 유용하게 되려면,
모델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와전류효과의 고려가 이
방향의 연구에서 자연스런 단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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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술적 측면
- 고유의 고성능 자기변형 탐촉자 기술 확보
- 고유의 자기변형 LRUT 시스템기술 확보

2. 경제․산업적 측면
-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배관의 상시 진단 및 감시에 활용
- 석유화학시설의 배관, 상수도 및 가스 파이프라인, 와이어로프
등의

LRUT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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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Development of Magnetostrictive Guided-Wave Transducer and
Signal Analysis Techniques

II. Objectives and Needs of Investigation

Nuclear

power

plants

include

a

number

of

pipes.

Various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insure the
safety of the pipes. Almost all inspection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weld parts.
In recent, many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pipe damages appear
at another parts rather than weld parts. Overall inspection of the pipes
by previous non-destructive methods requires too very large cost and
time.
Long

range

ultrasonic

testing(LRUT)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as a method for cost-effective non-destructive inspection,
which use a guided waves propagating along the axis of a pip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the magnetostrictive
transducer technique and signal analysis technique for application to
L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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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of Investigation

1. Development of magnetostrictive transducer technique
-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s of magnetostrictive strips
- Analysis of magnetic properties of magnetostrictive strip on
the transducer performance
- Development of methods for transducer performance enhancement
- Prototype transduce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2. Development of signal analysis technique
- Modelling of magnetostrictive LRUT system
- Validity evaluation of the developed model

IV. Results of Investigation

1. Development of magnetostrictive transducer technique
Magnetic hysteresis loops are measured by using a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VSM) for nickel strips and Fe-Co alloy strips that are
widely used in magnetostrictive guided-wave transducers for LRUT
applications. It is found that with a correction for demagnetization
effect is necessary to obtain accurate magnetic hysteresis loops. This
demagnetization

effect

appears

during

the

generation

of

dynamic

magnetic field in a magnetostrictive strip used for pract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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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Much larger current than that predicted according to the
hysteresis loop has to flow in the RF coil for obtaining a required
magnetic field strength.
When using a residual magnetization as the bias magnetic field along
a strip-length direction that is required for generation and detection of a
T(0,1) mode guided wave, the transducer performance is enhanced with
an increment in magnetostrictive property, the residual magnetization,
coercivity, and magnetic permeability. Transducer sensitivity linearly
increases with increasing residual magnetization and dynamic magnetic
field strength. For preventing a generation of longitudinal modes,
however, the dynamic field strength has to be limited below the residual
magnetization. This limitation becomes severe as the coercivity is small.
It is expected that use of a protective layer, which is made from
non-ferromagnetic

material

and

bonded

magnetostrictive strip, allows us to get

to

one

surface

of

the

the transducer that can be

repeatedly reusable and be dry-coupled to a test object.

2. Development of signal analysis technique
An
poposed

analytical
and

model

its

for

validity

magnetostrictive

was

examined.

LRUT

This

system

model

was

includes

a

transmission line model for the interaction between a defect and a
guided

wave,

a

KLM

type

equivalent

circuit

model

for

a

magnetostrictive strip transducer, and an equivalent circuit model for a
electric

pulser

measurements

and
shows

receiver.
that

the

Comparison
developed

with

model

is

experimental
effective

in

calculations of waveforms of detected signals, frequency responses of
transducers, the dependence on thicknesses of magnetostrictive 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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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nsducer sensitivity dependence on the strip thicknesses. If the
model becomes useful to evaluate an electrical impedance of transducer
that is very important parameter for instrumentation development,
however, further study for refine is necessary. A consideration on eddy
current effect will be natural step in this research direction.

V. Possible Appl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

1. In technical perspectives
-

To

build

up

inherent

techniques

for

high

performance

magnetostrictive transducer and electrical system for operation
of the transducer

2. In economical and industrial perspectives
- Application to on-line diagnosis and monitoring for pipes and
tubes in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s
- Application to LRUT for pipes in petrochemical plants, pipelines
for water or gas supply, wire ropes in bridg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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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원전설비의 운전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기 부품이 열화되어 부식,
thinning,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하고 냉각수 누설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
므로 이를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중
요하게 인식되어왔다. 기존의 비파괴검사법은 용접부위와 같은 국부적인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하기에 적합한 방법들로써 배관의 모든 부위를 기존
의 방법으로 검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원전 설
비 특성상 구조적인 복잡성, 고방사선, 보온재, 지하매설 등으로 인해 기존
의 비파괴검사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배관들도 많이 존재한다. 배관
의 특수한 재질(고감쇄 및 강자성 등) 때문에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열교환기 튜브를 검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와전류검사 기
술은 탄소강과 같이 강자성 재질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유도초음파 검사기술은 긴 배관을 100% 검사할 필요가 있고 또 검사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합한 기술이다. 유도초음파
검사기술을 적용하면, 탐촉자로부터 50 m 정도까지 배관의 모든 부위를
탐촉자를 고정시킨 채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으며, 고방사능, 보온재, 지
하매설 등으로 인해 접근이 곤란한 부분도 검사할 수 있다. 기본 비틀림
모드,

T(0,1) 모드는

음속이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특성,

즉

분산

(dispersion)특성을 갖는 다른 모든 유도파 모드들과는 달리 분산특성이
없어 해석이 용이한 신호들을 제공하므로 유도파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 비틀림 모드 유도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함과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드 변환으로 인해 다른 유도파 모드들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도파의 분산특성을 계산하여 적합한 검
사 조건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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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1)모드 유도초음파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압전(piezoelectric) 탐촉자,
자기변형(magnetostrictive)

탐촉자,

전자기음향

탐촉자(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EMAT) 등의 세 종류의 탐촉자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중 압전 탐촉자는 세라믹 재질의 압전 판을 사용하므로 배관의 원주에
균일하게 접촉시키기 어려우며 배관과 선접촉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배열
형 압전 세라믹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겁고 가격이 매우 비싸다. 반면에,
자기변형 탐촉자는 자기변형 특성을 갖는 얇은 금속판을 채택하므로 배관
과의 면접촉이 용이하며 가볍고 저렴하다. 로렌츠 힘의 원리에 의해 작동
하는 EMAT는 비접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강력한 영구자석을 사
용하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하며 자기변형 탐촉자와 비교하여 무겁고 비싸
다.
원전 가동 중에 예기치 못한 배관의 손상 및 냉각수 누설로 인한 가동
중단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한국형 표준 원전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의 경우 하루에 대략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
서 원전 배관의 경제적인 비파괴검사와 건전성 평가는 교체시기의 효과적
인 결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원전의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운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 등급에서 제외되어 가동중검
사가 필요하지 않은 비-안전 등급 배관의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유도초음파 검사 기술을 적용하면 다량의 긴 배관을 단시간에 100% 체적
검사가 가능하므로 원전 설비의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에 검사 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비-안전 등급 배관, 특히 2 인치 미만의 소구경 배관도 경제적
인 검사가 가능하므로 원전 설비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며 원전 가
동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 관련 기술을 국산
화하여 외국 기술에 의존성을 탈피하고 외화를 절감하고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며 이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 및 원전 기술 수출의 기
틀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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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코자 하는 유도 초음파 검사용 센서기술과 신호해석
기술은 각종 원전 배관은 물론 도시가스, 송유관, 석유화학 설비의 배관
등 다른 선업 설비의 안전 진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기초 이론 연구를 거쳐 현재 산업계 적용을 위한 초기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파괴 안전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본 연구진은 본 과제를
통하여 원전 배관 검사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 유도초음파 기술 연구에 박
차를 가하면 수년 내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운전 중인 원전 설비가 노후화해감에 따라 주요 배관이나 보일러 튜브의
건전성을 평가함으로써 원전 설비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최근 발생한 바 있는 국내외 원전 관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전 비-안전등
급 배관(예: 2004년 미하마 3호기 급수 배관)에서도 손상 및 사고가 발생
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유도초음파 검사기술
이 다수의 장거리 배관 검사에 적합한 기술이 될 것이다. 외국 기술에 의
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탈피함으로서 관련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1. 자기변형 센서기술 개발
먼저, 자기변형 탐촉자의 핵심부품인 니켈 스트립 혹은 철-코발트 합금
스트립의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고 이들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자기변형 스트립의 자기적 특성이 탐촉자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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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시작품 탐촉자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그 성능
평가실험을 수행한다.
시작품 탐촉자에 대한 성능평가실험결과들을 참고하여 탐촉자의 성능
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한다. 특히, 와전류 손실이 탐촉자성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바이어스 자기장 유도방법 개선, 탐촉자와 배관의 결합
방법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둔다.

2. 신호해석기술 개발

불연속부위(결함, 용접부 등)와 유도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송선로모
델(transmission line model), 자기변형 탐촉자에 대한 등가회로 모델, 그
리고 전기 펄서/리시버 시스템에 대한 등가회로 모델을 통합하여 유도파
검사 시스템에 대한 모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인공결함신호에 대한 이
시스템 모델의 예측과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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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외국의 경우

유도초음파는 20세기 초에 영국의 Lamb에 의해서 단일 평판 내에서
전파하는 파동의 특성방정식이 이론적으로 유도되어 Lamb 파 또는 판파
(plate wave)라고 명명되었다. 이후 1920년대 초에 이러한 판파가 물리적
으로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1950년대에는 D. G. Gazis 등이 tube형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비균질 다층 구조물 또는
이방성 구조물과 같이 보다 복잡한 적층구조물 내에 판파에 대한 문제를
활발히 연구하는 중이다. 미국 Penn. State Univ.의 J. L. Rose, Univ. of
Colorado의 Datta, Texas A&M의 Vitram Kinra 등 교수팀에서 유도초음
파 전파특성 해석, 모드, 결함 민감도에 대한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 중이
며, 특히 J. L. Rose는 압전탐촉자와 EMAT를 사용하여 증기발생기 전열
관 결함 검사에 대한 응용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미국 SwRI(Southwest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자기변형 탐촉자를
개발하여 이를 배관의 원격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과 상용검사시스템
(MsSR-2020D, MsSR-3030D)을 개발하여 왔다. 영국 Imperial College의
Cawley 교수팀에서 배열형 압전탐촉자를 사용하여 석유화학 배관의 부식
및 pitting 결함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며 일부 기술을 산업체에 이
전하여 상용검사시스템(Wavemaker) 이 시판 중에 있다. 상용의 유도파검
사 시스템에서는 T(0,1)모드 유도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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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중수로 피더관,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유
도초음파 분산 선도 해석 및 파형 구조를 도해하고 최적 모드 선택 등 기
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중수로 피더관 결함검사 기술개발 과제에
서 전자기음향 초음센서와 자기변형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유도초음파
검사에 대한 기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

2) 3)

성균관대, 부산대, 서울산업대, 대진대 등에서 유도초음파 전파 모델링
및 모드 전파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한국표준과학연구
원에서 EMAT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영남대, 서
울대에서는 자기변형 센서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국원자력연구소,
MsSR-2020D

포항산업기술연구원,
시스템을,

여수대,

전력연구원에서는

영남대

MsSR-2020D

등에서
시스템과

Wavemaker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3.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유도초음파 기술은 최근 각종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을 원거리에서 검
사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아직은 관련 규격이나 코드가 없는 특수 비파
괴검사 기술이다. 현재 유도초음파 기술은 결함 여부에 대한 정성적인 판
단만이 가능하지만 결함의 크기나 특성에 대한 정량적인 판단은 어려운
1) 정용무 외,“중수로 피더관 결함 검사 기술 개발, 연구보고서, KAERI/RR-2523/2004

(2005).
2) 정용무 외,“전자기음향 유도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중수로 피더관의 결함 탐지”,
기술보고서, KAERI/TR-2926/2005 (2005).
3) 정용무 외,“자왜 유도초음파 기술에 의한 결함 탐지”, 기술보고서,
KAERI/TR-2927/20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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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표 2.3.1은 세부분야별 국내/외 기술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Table 2.3.1 Level difference between domestic/foreign technologies
선진
국
구 분

국내 기술 수준

국외 기술 수준

대비
기술
격차
(%)

유도
초음파
모델링
기반
기술

. 단순 구조 배관 및 평판에
대한 유도초음파 전파에 관
한 모델링 기술 확보
. 유도초음파와 결함 간에
상호 반응에 대한 기술은
초보적 단계임.
. 국내 대학에서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위한 기초 연
구가 시도된 바 있으며 한
원연에서 중수로 피더관에

유도

대해 응용 연구 사례가 있

초음파 음.
응용

.

기술

위한 특수 센서에 대한 기

유도초음파

발진/수신을

초 기술및 부분적인 설계/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
나 전반적인 장비 및 특수
센서 기술은 미확보 상태임.

. 유도초음파 모델링 기술
을 확보.
. 복잡한 구조에 대한 유도

70

초음파 모델링 기술 개발
중임.
. 유도 초음파 기술을 각종
석유화학 배관 등의 검사에
적용하는 단계임
. 최근 증기발생기 세관 등
원자력 기기 검사에 적용하
려고 시도한 바 있음.

50

. 각종 특수 센서 (배열형
초음파 센서, 자왜 센서, 전
자기 음향 센서 등) 기술
보유하고 목적에 따라 적용
중임.

T(0,1)모드 유도파는 축대칭 구조를 갖는 초음파 변환기의 사용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발생되고 탐지될 수 있다. 부서지기 쉬운 특성을 갖는 압
전 세라믹을 사용하여 축대칭 구조의 초음파 탐촉자를 구성하는 것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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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렵다. Wavemaker 시스템에서의 초음파 탐촉자는 검사대상 배관의
외면에 원주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직사각형 압전세라믹 판들
로 구성된다. 이 경우 압전세라믹 판과 파이프 표면이 좁은 면-접촉을 형
성하도록 각 압전 세라믹 판에 반경 방향 압축력을 부가해야 하며 접촉면
에서의 입자의 운동 방향이 배관의 원주 방향일 때, 비틀림 모드 유도 초
음파가 발생한다. 다른 모드 유도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많
은 수의 작은 세라믹 판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압전탐촉자는 상당
히 무겁고 가격이 매우 비싸며 그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자기변형 탐촉자는 축대칭 구조를 갖는 얇은(보통 0.25 mm 이하) 자기
변형 스트립과 코일로 구성된다. 니켈과 같이 우수한 자기변형특성을 갖는
강자성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트립이 검사대상인 파이프의 원주방향을 따
라 파이프 외면에 접착된다. 자기변형 탐촉자는 비틀림 모드의 발생과 탐
지를 위해 Wiedermann 효과를 사용하며 자기변형 스트립 내에 배관의 원
주방향(즉,

스트립의

길이방향)으로

바이어스

정자기장(bias

static

magnetic field)과 축방향의 교류 자기장이 요구된다. 바이어스 정자기장은
소형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기변형 스트립에 대해 배관 원주방향으로 자
화시킨 뒤 자기변형 스트립 내에 남는 잔류 자기장을 이용하며 교류 자기
장은 배관 표면에 접착된 자기변형 스트립을 감싸는 코일에 가해지는 교
류 전류에 의해 형성된다. 교류 전류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 유도파의 발생
을 위해 교류 자기장의 진폭은 정자기장의 크기보다 작아야한다. 압전 탐
촉자와 비교할 때, 자기변형 탐촉자는 동등 이상의 성능(감도와 분해능)을
보일뿐 아니라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그 설치가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
러나 정자기장으로 사용하는 잔류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 코일에 인가되는
교류 자기장의 크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교류 자기장이
정자기장 보다 클 경우, T(0,1) 모드 이외의 다른 진동 모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유도초음파의 유효 전파 거리는 배관의 상태와 탐지하고자하는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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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좌우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양호한 배관에서 파이프 단면적의 5%
정도의 단면적을 갖는 결함을 탐지하고자 할 경우, 철-코발트 합금 스트
립을 사용하는 현재의 자기변형 탐촉자에 의해 발생된 32 kHz, T(0,1)모
드 유도파의 유효 전파거리는 약 50 m 정도이다. 그러나 부식 방지를 위
해 비추민(Bitumen) 코팅된 지하 매설 배관의 경우에, 유도초음파의 유효
탐상 거리는 수 m 이내로 제한된다. 보다 높은 주파수의 유도초음파를 사
용하여 보다 작은 결함을 보다 멀리서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탐촉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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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자기변형변환기 설계 및 시작품 제작
1. 자왜스트립의 자기이력곡선 측정 및 분석

사용된 시편은 (주)두연과 영국 Good Fellow 사가 공급한 Nickel 201,
미국

Carpenter

Tech.이

공급한

Hyeprco50HS,

그리고

독일

Vacuumschmeltz가 공급한 Vacoflux50, Vacoflux48, Vacodur50 이었다.
Nickel 201을 제외한 모든 시편은 2% 바나듐이 첨가된 철(48%)-코발트
(48%) 합금이었다. 표 3.1.1은 이들 자자기변형스트립의 폭과 두께를 보여
준다.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잔류응력의 제거와 자기특성 향상을 위한 열처
리가 각 제조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Table 3.1.1 Magnetostrictive strip specimen
strip

width (mm) thickness (mm)

Ni201(DY)

26

0.10

Ni201(GF)

25.4

0.13

HyperCo50HS

19

0.15

Vacoflux48

19

0.10

Vacoflux50

19

0.15

Vacodur50

19

0.15

자기변형스트립 시편의 자기이력곡선은 한국표준연구원에 의해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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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3.1.1은 측정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표 3.1.2는 각 시편
의 자기이력곡선으로부터 얻어진 잔류자화, 포화자화, 보자력 값들을 나타
낸다. 두 니켈 시편에 대한 잔류자화와 포화자화는 비슷하지만 보자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두연이 공급한 니켈 시편이 보다
큰 보자력을 갖고 있다. 철-코발트 합금 시편들에 대한 포화자화는 유사
하지만 잔류자화와 보자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도초음
파 탐촉자에의 응용을 위한 자기변형스트립은 우수한 잔류자화와 보자력
을 갖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Vacoflux48과 Vacoflux50
스트립은 자기변형탐촉자에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리고 니켈보다는 HyperCo50HS나 Vacodur50이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
자기변형탐촉자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Fig. 3.1.1 Magnetic hysteresis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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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Magnetic properties of magnetostrictive strips
residual field

saturation field

coercivity

(kG)

(kG)

(Oe)

Ni201(DY)

3.7

5.8

18.4

Ni201(GF)

3.6

5.8

11.0

HyperCo50HS

15.8

24.5

8.3

Vacoflux48

0.3

23.7

0.5

Vacoflux50

7.2

25.9

0.8

Vacodur50

10.8

20.8

2.4

specimen

2. 자왜스트립에서의 T(0,1)모드 도파의 전파속도 측정

스트립 링의 공명을 이용하여 T(0,1)모드 도파의 전파속도를 측정하였
다. 이 측정을 위해, 먼저 길이 480 mm 스트립들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스트립 길이방향으로 잔류자화를 유도하였다. 스트립
을 링 형태로 만든 후, 그 위에 RF코일 설치하였다. 전기코일에 임펄스
전압을 가하여 그 응답을 측정한 후 측정신호에 대해 퓨리에 변환을 수행
하여 공명주파수 측정하고 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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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는 측정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표 3.1.3은 측정결과를 나타낸
다. 모든 시편에 대한 전파속도는

3000m/s 정도임을 알 수 있다.

Fig. 3.1.2 Typical example of impulse respons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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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Resonance frequency and T(0,1) mode wave velocity
resonance

velocity

frequency (kHz)

(m/s)

Ni201(DY)

58.56

3045

Ni201(GF)

60.03

3050

HyperCo50HS

76.05

2890

Vacoflux48

76.21

2896

Vacoflux50

75.87

2883

Vacodur50

76.32

2900

strip

3. 자왜스트립의 유도초음파 송수신 성능 평가

그림 3.1.3은 파이프 시편, 시편의 원주방향으로 접착된 자기변형 스트
립, 스트립에 잔류자화를 유도하기 위한 영구자석, 스트립 위에 놓이는
RF 코일, 그리고 RF 코일에 전류 펄스를 가하거나 유도된 전압신호를 탐
지하는 전기 펄서/리시버 시스템(미국 SwRI MsSR-2020D)으로 구성되는
실험 장치를 보여 준다. 2개의 알루미늄 파이프와 2개의 탄소강 파이프가
사용되었다. 표 3.1.4는 이들 시편의 자세한 치수를 나타낸다. 모든 파이프
시편의 두께와 길이는 5 mm와 3 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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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Experimental setup for T(0,1) mode generation and detection

Table 3.1.4 Pipe specimen
I.D.

Thickness

Length

(mm)

(mm)

(m)

carbon steel

100

5

3

B

"

50

5

3

C

aluminum

108

5

3

D

"

50

5

3

Specimen

Material

A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1) 파이프의 원주길이보다 약 10 mm 짧은
자왜스트립을 준비한다. 2) 5분 에폭시를 사용하여 자왜스트립을 파이프
길이의 1/3 위치에 접착한다. 3) 영구자석(두 극사이의 간격= 10 mm)을
사용하여 자왜스트립의 길이방향으로 바이어스 정자기장을 유도한다. 4)
강철 파이프의 경우에는 스트립 길이방향(파이프의 원주방향)을 따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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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석을 수회 회전시킨 후 제거한다. 알루미늄 파이프의 경우에는 자왜스
트립의 양끝 사이의 갭에 영구자석을 위치시킨 후 제거한다. 5) RF코일
(감은수=16, 직류저항=5 Ohm)을 설치한다. 6) 코일 양단에 64 kHz,

30

V (최대진폭의 20 %) 진폭, 2 cycle, 싸인함수 톤-버스트 전압펄스를 가
하고 파이프 양끝으로부터의 반사에코들을 측정한다. 7) 전압펄스의 진폭
을 30V 씩 증가시키면서 150V까지의 전압펄스에 대한 에코들을 측정한
다. 8) 코일을 제거한 후 자왜스트립 길이방향으로의 바이어스 자기장을
다시 가한다. 9) 코일 설치 후, 스트립의 양끝 사이의 갭에 영구자석을 위
치시킨다. 영구자석의 두 극의 방향은 바이어스 자기장을 가할 때와 같아
야 한다. 10) 전압펄스 진폭을 변화시키면서 파이프 양끝으로부터의 에코
들을 측정한다.
그림 3.1.4와 3.1.5는 파이프 시편-A에 접착된 Ni201(GF) 스트립에 대
한 실험결과들을 보여준다. 그림 3.1.4는 잔류자화를 유도한 후 영구자석을
제거한 경우이고 그림 3.1.5는 잔류자화를 유도한 후 영구자석을 스트립
양단 사이의 갭에 유지한 경우이다. 1 m와 2 m 위치에서의
파이프 양끝에서 반사된 도파에 의한 것이고

두 에코는

3 m 위치의 에코는 파이프

를 한 번 왕복한 두 도파가 중첩된 결과이다. 코일구동 전압펄스의 진폭이
40 % (60 V) 이상일 때 다른 모드 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가 나빠짐을 볼 수 있다. 스트립 양단 사이의 갭에 영
구자석을 유지할 경우, 보다 크고 좋은 에코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견
고하고 강한 바이어스 자기장이 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실험결과, HyperCo50HS >> Ni201 (GF) > Ni201(DY) >> Vacodur50,
Vacoflux50, Vacoflux48의 순서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5는,

코일구동

전류펄스의

진폭이

20

%일

때,

HyperCo50HS와 Ni201 (GF) 스트립에 대한 파이프 양끝 에코의 최대크기
를 나타낸다. Ni201(GF) 스트립 보다는 HyerCo50HS 스트립이,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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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이 강할수록,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소강
파이프 보다는 알루미늄 파이프에서 더 큰 에코를 얻었다. 이 또한 바이어
스 자기장 세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4 Experimental results for Ni201(GF) strip bonded to pipe
specimen A. These are for the case that the permanent magnet are
removed after inducing the residual magn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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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Experimental results for Ni201(GF) strip bonded to pipe
specimen A. These are for the case that the permanent magnet are not
removed after inducing the residual magn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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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Peak amplitude of the echoes from pipe ends

Ms strip

Echo peak-amplitude (V)
Bias field Specimen Specimen Specimen Specimen
A
B
C
D
residual

Ni201(GF)

residual +
magnet
residual

HyperCo50HS residual +
magnet

0.11

0.12

0.28

0.29

0.14

0.15

1.4

1.9

1.0

0.25

1.3

0.33

1.4

0.6

2.4

2.3

4. 탐촉자 최적설계 및 시작품 제작

가. 자왜스트립 재료
- 자왜특성이 우수해야 함: HyperCo50HS >> Ni201
- 잔류자기분극이 커야 함: HyperCo50HS >> Ni201
- 보자력이 커야함: Ni201(DY) > Ni201(GF), HyperCo50HS
- 투자율이 클수록 유리: HyperCo50HS >> Ni201(GF) > Ni201(DY)

나. 자왜스트립 치수
- 폭에 대한 길이의 비가 커야 함: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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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은 스트립 내에서 도파 파장의 1/2 정도.
- 두께는 Ni201의 경우 0.1~0.2 mm가, HyperCo50HS의 경우는
0.10 - 0.15 mm가 적당함.

다. RF 코일
- 와이어의 굵기(AWG # 22~32)와 감은수에 따른 프로브의 감도변화
측정
- 코일의 직류저항이 전기펄서의 출력임피던스(MsSR-2020D의 경우,
4 Ohm)와 비교될 만하고 코일의 감은수는 가능한 한 커질 수 있는
와이어의 사용이 바람직함: 예로써, 파이프 시편-A와 시편-B에
부착된 12 mm 폭의 니켈스트립의 경우에는 각각 AWS 번호가 30
과 31인 와이어를 사용하여 35회와 50회 정도 감는 것이 적절함
(그림 3.1.6 참조).

Fig. 3.1.6 Example of prototype magnetostrictiv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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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기변형변환기 성능개선
1. 연구내용

와전류손실이 프로브 성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바이어스 자기장 유도방
법 개선, 자기변형 스트립과 파이프의 결합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고성능
프로브의 시작품제작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실험을 위한 파이프 시편
은 탄소강 파이프 (직경 = 50 mm, 두께 = 5 mm, 길이 = 3 m)와 알루미
늄 파이프 (직경 = 50 mm, 두께 = 5 mm, 길이 = 3 m)이었다. 이 탄소강
파이프는 1/3 길이 위치에 파이프 단면적의 10%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는
인공결함을 포함한다. 자기변형 탐촉자는 폭이 13 mm이고 두께가 0.1
mm인 Ni201(DY) 스트립과 AWS 게이지 번호가 24인 와이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감은수가 8인 RF 코일로 구성되었다. 니켈 스트립과 파이프 시편
사이의 전기적 결합에 기인한 와전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니켈 스트
립에 절연 코팅을 하였다. 이 탐촉자는 인공결함의 반대편에 파이프프의
1/3 길이 위치에 설치되었다. 펄서/리시버 시스템은 미국 SwRI-2020D이
었고 펄서는 128 kHz, 2 Cycle Sine, 30 V 진폭의 톤-버스트 펄스를 발생
시키도록 조정되었고 리시버 이득은 40 dB이었고 Gaussian filter의 중심
주파수는

128 kHz 이었다. T(0,1) 모드 유도파의 송수신을 위해 요구되

는 바이어스 자기장의 형성을 위해 그림 3.2.1과 3.2.2에 보여준 영구자석
과 고전류 스파이크 펄스 발생기를 사용하였다. 자극에서의 영구자석의 강
도는 0.7 T이었고 두 극 사이의 간격은 30 mm 이었다. 이 고전류 펄스발
생기는 3 kA 최대크기와 수 msec의 폭을 갖는 전류펄스를 파이프 축방향
으로 순간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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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Permanent magnet for magnetization of nickel strips

Fig. 3.2.2 Inducing of residual magnetization by using high amplitude
current pulse generator

2. 와전류손실이 프로브 성능에 미치는 영향

와전류의 투과깊이(스킨 깊이)는   
 로 주어진다. 여기서  와
 는 자왜스트립 재료의 비저항과 투자율이고  는 코일구동신호의 각주파

수이다. 니켈의 경우, 이 스킨깊이는 32, 64, 128 kHz에서 각각 0.8, 0.55,
0.39 mm 정도이다. 유도파검사에 사용되는 니켈스트립의 두께(약 0.1 0.15 mm)는 이 스킨깊이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니켈스트립과 시험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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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스트립 내에서의 와전류 발생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니켈스트립은 보통 에폭시와 같은 접착재를 사용하여 시
험물체에 부착되므로 스트립 가장자리 부위의 버(bur)를 통해 이들은 전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상기 와전류의 발생은 무시될 수 없으며
그 크기는 버의 상태와 시험물체의 두께에 따라 것이다.
그림 3.2.3과 3.2.4는 탄소강 파이프 시편에서 그리고 그림 3.2.5와 3.2.6
은 알루미늄 파이프 시편에서 자기변형 스트립의 전기절연 코팅이 유도파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절연코팅을 갖는 스트립은 매우 우수한
재현성을 제공하는 탐촉자를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2.3 Guided wave signals detected in the carbon steel pipe by
using the nickel strip without the coating layer for electrical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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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Guided wave signals detected in the carbon steel pipe by
using the nickel strip with the coating layer for electrical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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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Guided wave signals detected in the aluminum pipe by using
the nickel strip without the coating layer for electrical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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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Guided wave signals detected in the aluminum pipe by using
the nickel strip with the coating layer for electrical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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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어스 자기장 유도방법 개선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바이어스 자기장 유도방법은 비교적 직경이 큰
강자성체 파이프에 유용하다. 파이프의 직경이 작거나 비강자성 파이프의
경우, 이 방법은 균일한 바이어스 자기장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
려져 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바이어스 자기장 유도방법의 개선을
위해 파이프 길이방향으로 고전류 펄스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새로운 방법은 직경이 작은 파이프에 특히 유용하고 잔류자화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림 3.2.7과 3.2.8은 각각 탄소강파이프와 알루미늄파이프에서 잔류자
화의 세기를 조정하는 고전류펄스의 최대크기에 따른 유도파신호 변화를
보여준다. 알루미늄 파이프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SNR(signal-to-noise
ratio)을 갖는 신호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잔류자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우
수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들 그림에서 보여준 영구자석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신호는 약 0.7 kA 전류에 대한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2.9는 고전류펄스의 최대크기에 따른 파이프 끝 신호
의 진폭변화를 보여준다. 바이어스 전류의 증가와 함께 신호진폭은 증가하
고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 이 같은 변화는 자기변형 스트립 내에서의 잔류
자화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알루미늄파이프에 대한 신호크기
가 탄소강파이프에 대한 그것보다 크다. 이는 아마도 RF 코일에 의해 발
생되는 동자기장이 알루미늄파이프의 경우에는 모두 니켈 스트립에 작용
하지만 탄소강파이프의 경우에는 니켈스트립뿐 아니라 파이프에도 작용하
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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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Guided wave signals for various bias fields in the carbon
steel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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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Guided wave signals for various bias fields in the aluminum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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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Guided wave signal amplitude as a function of the amplitude
of current pulse for inducing the residual magnetization

4. 자기변형스트립과 파이프의 결합방법 개선

자기변형스트립과 파이프 사이의 음향학적 결합은 보통 에폭시와 같은
점착성물질을 사용하여 스트립을 파이프에 접착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결합은 스트립의 반복적인 재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파
이프에서 스트립을 탈착하는 과정이나 스트립에 접착된 에폭시 층을 제거
하는 과정에서 스트립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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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변형 스트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비강
자성 물질로 만들어진 금속 스트립에 자기변형 스트립을 접착한 구조의
사용을 제안한다. 한 예로써, 그림 3.2.10은 두께가 0.2 mm인 알루미늄 스
트립에 접착되어 파이프에 맞도록 제작된 링(ring)형 자기변형스트립을 보
여준다. 자기변형스트립과 비강자성 보호스트립 사이의 전기적 결합을 방
지하기 위해 자기변형스트립은 절연코팅 층을 갖는다.

Fig. 3.2.10 Ring type magnetostrictive band

그림 3.2.11과 3.2.12는 각각 탄소강파이프와 알루미늄파이프에서 비강
자성(알루미늄) 보호층이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보호층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약간 큰 신호를 제공한다. 이는 유도파의 파
장에 비해 보호층의 두께가 훨씬 작아 보호층이 유도파 전파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RF 코일에 의해 발생된 동자기장이 자기변형
스트립에 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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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Guided wave signals detected in the carbon steel pipe by
using the ring type magnetostrictive band that comprises nickel strip
bonded to a 0.2-mm-thick aluminum strip

Fig. 3.2.12 Guided wave signals detected in the aluminum pipe by
using the ring type magnetostrictive band that comprises nickel strip
bonded to a 0.2-mm-thick aluminum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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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은 나사형 조임수단(clamping mean)을 갖는 호스밴드를 보
호층으로 이용한 경우를 보여준다. 이 조임기구는 밴드와 파이프의 건식결
함(dry coupling)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3.2.14는 이 탐촉자를 사용하여
탐지된 유도파신호를 보여준다. 밴드 내부에서의 도파의 울림에 기인한 에
코 폭의 증가가 보이지만, 이 신호는 건식결합을 허용하는 탐촉자의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13 Magnetostrictive transducer that is dry-coupled to the
carbon steel pipe by using nickel strip bonded to a horse band with a
clamping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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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Guided wave signal detected by using the dry-coupled
transducer

5. 고성능 탐촉자 시작품 성능평가

고성능 탐촉자 시작품은 알루미늄 스트립(두께 = 0.2 mm) 위에 접착된
링형 니켈스트립을 포함한다. 링 내부를 관통하는 금속관에 고전류펄스를
흘려 니켈스트립에 잔류잔화를 유도한 후 파이프와 음향학적으로 결합된
다. 이 결합은 에폭시와 같은 접착재의 사용에 의해 혹은 조청과 같이 점
착성이 있는 횡파용 접촉매질의 사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3.2.15는 이
시작품 탐촉자를 사용하여 탄소강파이프에서 탐지된 유도파 신호와 그 확
대된 모습을 보여준다. 파이프 단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인공결함에 대한
에코의 SNR이 약 6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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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Guided wave signal detected in the carbon steel pipe by
using a prototype transducer for performance enhancement and its
enlargement view

이 고성능 탐촉자는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하며 매우 우수한 재현성을
갖는다. 그림 3.2.16에 보여준 것처럼, 알루미늄 파이프에 적용하는 경우,
이 탐촉자는 기존 탐촉자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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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Comparison of guided wave signals detected in the
aluminum pipe by using previous transducer and improved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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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기변형스트립의 자기적 특성과 변환기 감도

산업시설물들은 운전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 마모, 균열 등의 결함들
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손상 없이 결함을
탐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비파괴검사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에
서도 초음파검사기술은 우수한 결함탐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이용이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플랜트, 그리고 도시가스시
설들은 판, 봉, 튜브, 배관과 같은 구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물들의 원거리초음파검사를 위해 최근 도파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도파검사기술은 구조물 전체를 보다 경제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
적합하다. 배관과 같은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의 검사를 위해서는 그 전파속
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하지 않아, 즉 분산(dispersion) 특성이 없어, 해석이
용이한 신호들을 제공하는 기본비틀림(fundamental torsional, T(0,1))모드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4) 이 도파 모드의 효율적인 발생과 탐지를
위해 스트립 형태의 자왜변환기(magnetostrictive transducer)가 1990년대 초
반부터 미국 Southwest Research Institute의 주도로 개발되어왔다.5) 이 변환
기는 구조물의 원주를 따라 접착되는 니켈 또는 철‐코발트합금과 같은 우수
한 자왜특성을 갖는 얇은 스트립과 이 스트립/구조물 부위를 감싸며 도파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하나의 RF 코일로 구성된다. Wiedermann 효과에 의존
하는 이 변환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스트립 길이방향의 바이어스 정자기장
(bias static magnetic field)이 요구된다.6) 대부분의 실제 검사에서는 주로 포
화자화 후의 잔류자화가 바이어스 자기장으로 이용된다. 로렌츠 전자기음향
변환기 혹은 압전변환기에 비해, 자왜스트립변환기는 구조물과의 면접촉이
4) H. Kwun, S. Y. Kim, and G. Light, J. Korean Soc. NDT 21, 383 (2001).
5) H. Kwun and K. A. Bartels, Ultrasonics 36, 171 (1998).
6) N. S. Tzannes, IEEE Trans. on Sonics and Ultrasonics SU-13, 2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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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여 단일모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7)

8) 9)

이들 자왜스트

립 변환기는 스트립 재질에 따라 그 감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
직 그 원인이 명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왜스트립
도파변환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니켈 스트립과 철‐코발트합금 스트립의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고 잔류자화,보자력 등의 자기적 특성이 변환기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실험방법

Table 3.3.1에 나타낸 두 종류의 자왜스트립이 금번 실험에 사용되었다.
스트립 A는 영국 Good Fellow 사가 제공한 0.125 mm 두께의 니켈 201이었
고 스트립 B는 미국 Carpenter Technology 사가 제공한, HyperCo50HS로 불
리는, 0.1 mm 두께의 철(48%), 코발트(48%), 바나듐(2%) 합금이었다. 스트립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의 제거와 우수한 자기적 성질들을 얻기 위한 열
처리는 각 스트립의 제조 회사에서 수행되었다.

7) M. S. Choi and S. J. Kim, J. Koean Phys. Soc. 46, 1352 (2005)
8) B. Ahn, Y. J. Kim, Y. J. Kim, and S. S. Lee, J. Koean Soc. NDT 20, 46 (2000)
9) H. Kwun and S. Y. Kim, J. Pressure Vessel Tech. 127, 28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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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Material list of magnetostrictive strips used

Sample

Material

Brand (Marker)

Thickness (mm)

A

Nickel

Ni 201
(Good Fellow)

0.125

B

Iron-cobalt alloy

HyperCo50HS
(Carpenter)

0.100

미국 Lake Shore 사의 VSM(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model 662)
을 이용하여 자왜스트립의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 사용된 시
편들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톱을 사용하여 스트립을 Fig. 3.3.1과 같이 절단함
으로써 만들어졌다. 모든 시편의 폭 h와 길이 w는 각각 2 mm와 5 mm이었
다. 시편의 두께 t는 스트립의 두께이었고 시편의 길이방향은 스트립의 그것
과 같았다. 외부자기장 H는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가해졌다. 니켈 시편과 철
‐코발트합금 시편에 가해진 외부자기장의 최대크기는 1500 Oe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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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Geometry of the samples
measurement of magnetic hysteresis loop

Fig. 3.3.2

used

for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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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는 자왜스트립 T(0,1)모드 도파 변환기의 감도측정을 위한 펄스
‐에코

실험장치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펄서/리시버

시스템은

미국

Southwest Research Institute의 MsSR 2020D이었고 시편은 길이 3 m, 내경
50 mm, 두께 5 mm인 탄소강 파이프이었다. 이 파이프 시편은 그 한쪽 끝으
로부터 0.5 m 위치에 파이프 단면적의 10 %에 해당되는 크기의 인공결함을
포함하고 있다. 파이프에 접착된 자왜스트립과 이 스트립/파이프 부위를 감
싸는 솔레노이드 형태의 RF 코일로 구성되는 도파변환기를 파이프 시편의
다른 한 끝으로부터 1 m 위치에 설치하였다. 스트립의 폭은 12 mm이었고
RF코일은 직경이 0.2 mm인 에나멜동선을 사용하여 권선수가 40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도파발생과정에서 RF 코일에 흐르는 전류(즉, 송신전류)펄스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Pearson Current Monitor 110)와 스트립길이방향으로
의 자화를 위해 파이프 길이방향으로 큰 전류(즉, 바이어스 전류)펄스를 가할
수 있는 고전류발생기가 또한 설치되었다. 바이어스전류펄스를 1‐2회 가한
후 자왜스트립 내에 형성되는 잔류자화가 T(0,1)모드 도파 변환기의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스트립길이(즉, 파이프 원주방향)방향으로의 바이어스 정자기
장으로 이용되었다. 고전류발생기와 연결되는 파이프 위에서의 두 도선 사이
의 거리는 약 300 mm 이었다. 출력전압펄스의 진폭을 조정하는 단자들을 제
외한 MsSR 2020D 시스템의 모든 단자들은 금번 실험에서 다음과 같이 고정
되었다: 전압펄스의 파형 = 싸인 곡선, 중심주파수 = 128 kHz, 사이클 수 =
1, 리시버 증폭이득 = 40 dB, 필터 중심주파수 = 128 kHz. 파이프 시편에서
T(0,1)모드 도파의 전파속도는 약 3070 m/s 이었고 자왜스트립의 폭 12 mm
는 128 kHz에서 이 도파의 1/2파장에 해당된다.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1) 니켈스트립 변환기를 파이프에 설치한 후,
송신전류진폭이 0.8 A가 되도록 MsSR 2020D 전압펄서의 출력진폭을 조정하
였다. (2) 파이프를 따라 1.0 kA 진폭의 바이어스전류펄스를 1‐2회 흘린 후,
MsSR 2020D 리시버에 의해 탐지된 신호들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3)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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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전류진폭을 2.7 kA, 4.5 kA, 5.9 kA, 7.3 kA로 증가시키면서 도파신호를
수집 및 저장하였다. (4) RF 코일에서의 송신전류진폭이 0.1 A가 되도록
MsSR 2020D 전압펄서의 출력진폭을 조정하였다. (5) 파이프를 따라 7.3 kA
의 바이어스전류펄스를 1‐2회 흘린 후 도파신호를 수집 및 저장하였다. (6)
송신전류진폭을 0.2 A, 0.4 A, 0.8 A, 1.6 A, 2.7 A, 4.5 A, 5.4 A로 증가시키면
서 과정 (5)를 반복하였다. (7) 니켈스트립을 철‐코발트합금 스트립으로 대
체한 후 위의 모든 과정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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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Comparison
between
as
measured
hysteresis loop and the loop after correction for the
demagnetization effect on the sample B

Fig. 3.3.4

Hysteresis loop for the sam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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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논의

가. 자왜 스트립의 자기적 특성

Fig. 3.3.3은 철-코발트합금 재질의 시편 B에 대해 측정된 자기이력곡선을
보여준다. 측정된 데이터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측정과정에서 외부자기장의 반대방향으로 발생하는 자기소거장에 기인
함이 밝혀졌다. Fig. 3.3.1에 나타낸 기하를 갖는 시편에서 이 자기소거장의

π

크기(Hd)는 다음 식과 표현될 수 있음이 알려져 왔다:10) Hd = 4 MN, 여기
서

이고 M은 시편 내에서의 자화(magnetization)를 나타낸다. 시편의 길이에 대
한 두께 혹은 폭의 비(t/w 혹은 h/w)가 충분히 작지 않을 때 자기소거장 효
과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효과를 고려하여 수정된 자기이력곡선은 제조
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였다. 니켈 201 재질의 시편 A의 경우에
도 자기소거장 효과는 상당히 컸다. Fig. 3.3.4는 이 효과를 고려하여 수정된
니켈스트립의 자기이력곡선을 보여준다. Table 3.3.2는 두 시편의 자기이력곡
선으로부터 측정된 포화자화(

4

잔류자화 근처에서의 상대투자율(

), 잔류자화(

4

), 보자력(

) 그리고

H

)을 나타낸다. 철-코발트합금 시편이

니켈 시편보다 훨씬 큰 값의 자기적 특성들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비틀림모드 도파 변환기에서 바이어스자기장으로 사용되며 변환기 성능
10) R. C. O'Handely, Modern Magnetic Materials, New York: Willey, 2000, 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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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잔류자화의 크기는 약 5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3.3.2 Measured magnetic properties of the samples
Sample
A
B

4

6.3

(kG)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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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H

2.8

14

90

14

25

150

Fig. 3.3.5
A typical example of T(0,1) mode ultrasonic guided
wave signals

Fig. 3.3.6
bias currents

Variation of the 10 % defect signal amplitud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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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0,1)모드 도파신호 측정

Fig. 3.3.5는 펄스-에코 실험에서 측정된 비틀림모드 도파 신호들의 전형
적인 예를 보여준다. 신호 1과 2는 파이프의 양쪽 끝으로부터의 반사에, 신호
3은 인공결함으로부터의 반사에 기인된다.
Fig. 3.3.6은, RF 코일에서의 송신전류진폭이 0.8 A일 때, 바이어스전류진
폭에 따른 신호 3의 진폭변화를 보여준다. 두 변환기의 감도는 바이어스전류
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다가 곧 포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립 내에서의
잔류자화의 크기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변환기의 감도
가 스트립 내에서의 잔류자화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철-코발
트합금 변환기의 포화감도가 니켈 변환기의 그것보다 4배 정도 크다. 이 또
한 Table 3.3.2에 나타내었던 두 재질의 잔류자화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Fig. 3.3.7(a)와 (b)는 각각 니켈 스트립과 철-코발트합금 스
트립이 포화자화 후의 잔류자화 상태에 있을 때 RF 코일에서의 송신전류진
폭에 따른 도파신호의 변화를 보여준다. 송신전류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도파
신호들의 크기도 대체로 증가한다. 그러나 니켈스트립 변환기의 경우, 2.7A
이상의 교류전류를 가할 때 0.6 m, 1.2 m, 1.8 m 위치에 다른 신호들이 관측
된다. 이들은 교류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스트립 길이방향의 잔류자
화를 형성하는 자구(magnetic domain)들의 일부가 교류자기장에 의해 스트
립 폭방향으로 재배열하게 되어 발생하는 종(longitudinal) 모드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니켈스트립변환기가 T(0,1) 모드만을 송수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류전류의 진폭을 1.6 A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철-코발트합
금 스트립 변환기의 경우에는 큰 교류전류펄스가 가해져도 종모드 신호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철-코발트 스트립의 보자력이 니켈스트립에 비해 2배
정도 컸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7 A 이상의 교류전류에 대해서
는 주기적인 작은 신호들이 관측된다. 파이프의 원주길이와 거의 같은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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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부터 이들은 T(0,1) 모드와 같은 속도를 갖고 파이프의 원주방향으로 진
행하는 기본수평횡파(SH0)모드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수평횡파는
스트립이 그 폭방향으로 공진할 때 스트립의 양끝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
으로 추측된다. 스트립의 폭을 1/2 파장 길이로부터 약간 벗어나게 함으로써
스트립 공진에 기인한 주기적인 신호들이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다른 곳에서 제공
될 것이다. 사실 니켈스트립 변환기도 이 수평횡파를 발생시켰지만 그 감도
가 매우 낮아 쉽게 관측되지 않았을 뿐이다.
Fig. 3.3.8은 인공결함에 대한 두 변환기의 감도를 RF 코일에서의 송신전
류의 진폭의 함수로 보여준다. 니켈스트립 변환기의 감도는 전류진폭이 1.6
A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전류진폭의 증가와 함께, 철-코발트합금스트립 변
환기의 감도도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 화살표로 표시된 두 지점
에서의 감도를 비교하면, 두 변환기의 최대감도 차는 약 30배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48 -

(a)

(b)

Fig. 3.3.7
Variation of guided wave signals with AC
currents in the RF coil for (a) nickel strip and (b) Fe-Co strip
trans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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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Sensitivity variation of the two transducers for the
10 % defect as a function of AC current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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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신호해석기술 개발
1. 불연속과 유도파와 상호작용에 대한 전송선로모델(TLM)

TRM 접근법에서, 파이프 내에서의 체적결함은, 그림 3.4.1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송선로 내에서 다른 음향임피던스를 갖는 개 적층 매질로 구

성된 한 영역으로 취급된다. 비분산성과 균일한 입자변위를 갖는 T(0,1)모
드 도파는 평면파로 근사될 수 있다. 결함에 대한 평면파의 반사계수는 다
음 식 (1)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

  
    
  

(1)

여기서  는 도파의 각주파수,   , 는 파이프 매질의 밀도,  는
도파의 전파속도, 는 파이프 단면적, 그리고  은 마지막 층과 파이프
의 경계에서 결함을 바라볼 때의 입력임피던스이다. 전송선로이론에 따르
면,11) 이 입력임피던스는 연속된 두 층의 입력임피던스에 대한 반복관계
식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2)


은 번째 층까지에 대한 입력임피던스이며,
여기서    ⋯  이고 

  , 는 파수, 와 는 번째 층의 두께와 단면적이고   이
11) D. M. Pozar, Microwave Engineering, New York: Wiley, 1988, ch. 2, pp. 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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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 전체 층에 대한 입력임피던스 
와 같다.

시간영역에서 파형    를 갖는 입사펄스에 의해 생성된 결함신호의
파형    은 다음 식(3)과 같이 주어진다.




    

     







(3)

여기서    는 입사펄스의 퓨리에 변환의  성분이다. 결함의 모양이 주
어질 때, 결함신호의 파형은 식 (1) 내지 식(3)을 사용하여 해석적으로 계
산될 수 있다.

Fig.

3.4.1 Cross-section view of a defect in pipe length direction and

its representation in T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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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변형스트립 탐촉자의 등가회로모델

그림 3.4.2는 두께가  인 파이프의 표면에 접착된 자기변형탐촉자의 유
도파진행(z-축)방향의 단면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감은수가  인 코일이
폭이  이고 두께가  인 자왜스트립 위에 놓여 있다. 자기변형스트립 길이
( -축)방향 위치들에서 이 단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된다. 자기변형스트
립에서의 교류자기장은 z-축과 나란하다. 비틀림모드 유도파에 대해서는
자기변형스트립 길이방향의 정자기장이 사용된다. 교류전류펄스의 중심주
파수,  는 속도분산이 없는 기본 비틀림모드 유도파 만이 발생되도록 선
택된다. 이때, 유도파는 평면파로 근사될 수 있고, 유도파의 전파만을 고려
한다면, 변환기가 부착된 구조물은 일차원 전송선로로 표현될 수 있다. 변
환기 위치에서의 이 전송선로의 음향임피던스  는 자왜스트립의 음향임
피던스  과 구조물의 음향임피던스  의 합으로 주어진다:      ,
여기서    ,    ,   는 밀도,   는 유도파의 속도, 그리
고   는 z-축에 수직한 방향의 단면적이다. 자기변형탐촉자의 이 전송선
로모델은, 음향임피던스가  인 층 내에서의 다중반사에 기인되는 탐촉자
의 울림을 방지하기위해서, 작은  비(즉, 파이프의 두께에 비해 훨씬
얇은 자기변형스트립)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유도
파검사에서는 20 - 200 kHz 범위 내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교류전류펄스
들과 함께 0.01 - 0.25 mm 범위내의 두께를 갖는 니켈스트립이 사용된다.
이 두께의 니켈스트립은 쉽게 얻어질 수 있고, 금속의 내구성과 함께 파이
프 구조물에의 손쉬운 접착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갖는다. 또한, 대부분 구
조물의 두께에 비해 훨씬 얇은, 이 두께의 니켈스트립의 사용은 울림이 거
의 없는 (즉, 매우 우수한 분해능을 갖는) 자기변형탐촉자의 구성을 허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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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Schematic illustration of a magnetostrictive transducer placed
on a pipe

본 모델에서는 얇은 자기변형스트립 내의 교류자기장을 균일한 자기장
으로 근사한다. 교류자기장에 대한 이 근사와 유도파의 평면파근사는, 그
림 3.4.3에 나타낸 것처럼, 원거리검사에서의 유도파의 발생과 탐지에 대한
보다 단순한 묘사를 허용한다. 여기서 자기변형스트립과 같은 두께를 갖는
전송선로가 고려된다. 이 전송선로에서 자기변형탐촉자는 구조물과 일직선
으로 연결된다. 탐촉자의 음향임피던스는 자기변형효과에 의한 속도증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2)             , 여기서
 
 는 자기변형스트립의 자기-기계결합계수이고 
     이다. 구

조물의 유효음향임피던스는 자기변형탐촉자와의 경계에서의 유도평면파의
투과 및 반사 계수들이 그림 3.4.2에 나타내었던 원래 구조에서의 그것들
12) D. A. Berlincourt, D. R. Curran, and H. Jaffe, Physical Acoustics, New York: Academic, 1964,
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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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그림 3.4.2와 그
림 3.4.3에서의 두 구조물의 두께차이는 발생과정에서의 유도파진폭에 영
향을 미친다. 에너지보존원리는 그림 3.4.3에서의 유도파진폭에 대한 그림
3.4.2에서의 그것의 비,  에 대한 표현을 알려 준다:

      .

(4)

Fig. 3.4.3 Physical parameters involved in the generation and detection
processes for guided waves

자기-기계결합은 자왜변환기와 구조물 사이의 두 경계에서의 힘( ,

 )과 이 두 경계사이의 자기퍼텐셜( )로 구성되는 유사퍼텐셜벡터와 두
  )로
경계에서의 입자속도(  ,   )와 자왜물질에서의 자속의 시간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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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유사전류벡터 사이의 관계로부터 정의되는 임피던스행렬에 의해
특성화될 수 있다. 실제 측정되는 것은 자기퍼텐셜과 자속변화율이 아닌
코일양단의 전위차( )와 코일전류( )이다. 이 물리량들은 다음과 같이 서
로 관련된다.

  ,    .
  

(5)

모든 퍼텐셜들과 전류들의 방향은 그림 3.4.3에 나타낸 것과 같다.
임피던스행렬을 이용한 전기-기계결합 및 자기-기계결합으로의 접근은
Mason에의해 처음 사용되었다.13)

그는 측면전극을 갖는 길이-팽창 압전

탐촉자와의 유사성에 근거한, 지연선로에서의 L-모드 자기변형탐촉자에
대한 등가회로를 제시하였다. Onoe는 이 등가회로가 판파, 수평횡파, 그리
고 비틀림모드 유도파를 위한 자기변형탐촉자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
다.14)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자기변형탐촉자는 끝면전극을 갖는 두께-팽
창 압전탐촉자와 닮은 등가회로로 표현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변형
스트립의 길이가 그 폭에 비해 훨씬 크다는 사실과 유도파를 발생시키는
장(교류전기장 혹은 교류자기장)의 방향과 유도파의 진행방향 사이의 관
계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또한, 그림 3.4.4에 나타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Mason 등가회로 보다는 KLM 등가회로를 이용한다. 압전탐촉자 분야에서
잘 알려져 왔듯이, KLM 등가회로는 변환기에 대한 물리적 직관을 만족시
키는 전송선로특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탐촉자의 전기특성과 임펄
스응답특성의 계산을 쉽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15)

16)

자기변형스트립의

폭과 같은 길이를 갖는 전송선로의 중앙에 변압기, 전기용량, 자이레이터
13) W. P. Mason, Physical Acoustics and the Properties of Solids, New Jersey: Nostrand, 1958, ch.
3
14) M. Onoe, J. Acoust. Soc. Am. 34, 1247 (1962)
15) C. S. Desilets, J. D. Fraser, and G. S. Kino, IEEE Trans. Son. Ultrason. 25, 115 (1978)
16) M. S. Choi, J. Korean Phys. Soc. 45, 15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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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rator), 인덕터로 구성되는 전기회로가 연결되어있다. 전기용량   과 변
압기의 권선비  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자기변형스트립의 자기-기계결
합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들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6)

(7)

 
 ,        
여기서    ,       ,    

이고,  는 자기변형스트립 재질의 가역투자율이다.  와  는 각각 자기
변형스트립의 유효자기-기계결합계수와 자유공진주파수를 의미한다. 원래
의 KLM 등가회로에서  는   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식
(5)에 의해 특성화되는 자이레이터의 좌측으로 넘겨 코일의 자체인덕턴스

 로 표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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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Equivalent

circuit

for

magnetostrictive

guided-wave

transducer

3. 유도파검사시스템의 등가회로모델

하나의 탐촉자에 의해 발생된 유도파는 탐촉자 양방향으로 진행한다.
실제 검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검사시스템은 위상배열이
론에 따라 운영되는 두 개의 탐촉자를 사용하며 유도파의 전파방향과 유
도파의 수신방향을 조정하기 할 수 있다.17) 그래서 본 모델링에서는 탐촉
자의 좌측 혹은 우측의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도파를 고려한다. 자기변
형스트립의 우측 경계와 좌측경계를 각각 탐촉자의 전면과 후면으로 정의
17) H. Kwun, S. Y. Kim, and G. M. Light, Mat. Eval. 61, 8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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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 3.4.5는 자기변형탐촉자의 전면을 통한 유도파 송수신에 대한 등
가회로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이 네트워크는 총 6개의 2-포트 회로들로
구성된다. 5번째 회로에서의 병렬임피던스   는, 탐촉자 후면에서 부하를
바라볼 때, 전송선로중앙에서의 입력임피던스이다. 전송선로이론에 따르면,
이 입력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여기서     . 그림 3.4.5에서 6번째 회로는 부하임피던스  를

갖는 전송선로의 전면 1/2부분을 나타낸다.

Fig. 3.4.5 Equivalent circuit network for generation and detection of
guided waves through the front face of a magnetostrictive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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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이18) 제안한 일반적인 초음파장치에 대한 등가회로모델과 그림
3.4.5에 나타내었던 자기변형탐촉자에 대한 등가회로를 사용한다면, 전기
펄서/리시버와 동축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의 유도파 송신 및 수
신 과정은 그림 3.4.6(a)와 (b)에서와 같이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
기서, 펄서는

출력임피던스  를 갖는 전압원  로, 리시버는 입력임피던

스  과 이득 를 갖는 전압증폭기로 표현된다. 자기변형탐촉자와 동축케
이블은 하나의 입력과 출력을 갖는 2-포트 회로로 표현된다. 탐촉자의 등
가회로모델에 대한 기술에서 언급되었듯이, 자기변형스트립과 시험물체의
음향임피던스와 두께는 시험물체로 전달되는 유도파의 진폭에 영향을 미
친다. 이 영향은 입력임피던스  와 이득 를 갖는 감쇠기로 표현된다.

수신과정에서, 입사유도파는 출력임피던스  를 갖는 전압원 로 표현

된다. 막힌 힘(blocked force)로 불리는 는 탐촉자 전면에 발휘되는 힘의
두 배이다.18)

18) C. J. Dang, Ph.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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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Equivalent circuit networks for (a) the generation process
and (b) the detection process of guided waves

유도파 송신에 대한 전달행렬  는 다음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이고 이는 탐촉자 전면에서의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식 (9)로부터, 이 2-포트 회로의 입력임피던스는 다음 식 (10)과 같이 주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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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적으로, 유도파 송신과정에 대한 전달함수  는 전압원에 대한 감쇠
기 출력의 비로써 정의된다:

  


(11)


       

여기서      이고  는  의 행렬식이다. 비슷하게, 유도파 수신
과정에 대한 전달행렬  는 다음 식 (1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2)

여기서    이고 이는 리시버 입력에서의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식
(12)로부터, 이 2-포트 회로의 역학적 입력임피던스는 다음 식 (13)과 같
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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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때, 유도파 수신과정에 대한 전달함수 는 리시버 출력전압에 대한
막힌 힘의 비로써 정의된다:

  


(14)


      

여기서      이고  는  의 행렬식이다.
유도파검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펄서는 보통 고전력 톤-버스트 출력과
낮은(수 Ohm 정도) 출력임피던스를 갖는다. 주파수 에서  사이클을 포
함하는 톤-버스트 펄스는 다음 식 (1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15)

여기서   ,    , 그리고 는 톤-버스트 펄스의 진폭이다. 리
시버의 입력임피던스는 다음 식 (16)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6)

보통,  과  은 각각 수천 옴과 10 나노 페럿의 정도이다. 낮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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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짧은 동축케이블의 효과는 무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도파 송수
신 과정에서 시스템 전달행렬들은, 그림 3.4.5에서 이미 보여준, 자기변형
탐촉자의 등가회로네트워크에 주로 의존한다.
송수신 과정에서 자기변형탐촉자의 전달행렬들은 다음 식 (1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7)

        


여기서  

  

    


(18)

  
   ′
 

  



  

 











    
 




   
 

  
 





   
 

 
 







유도파 송신과정에서의 입력(출력)포트는 수신과정에서의 출력(입력)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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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식 (18)에서 마지막 등식은 이 두 과정사이에서 포트 교환의 결

과로 얻어진다. 비록 자이레이터에 대한 전달행렬의 행렬식은 -1이지만,
선형전기소자에 대한 그것은 일반적으로 1이다.
발생되고 전달된 유도파의 100%가 탐촉자를 향하여 반사되어 탐지될
때, 이 펄스-에코 운영에 대한 시스템전달함수는 다음 식 (19)와 같이 주
어진다.

    

(19)


여기서             . 식 (19)의 유도과정에서,

식 (11), 식 (14), 그리고

  ,    ,    ,   ,

  의 관계식들이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100% 반사의 경우에 있
어서, 탐지된 유도파에 대한 리시버 출력전압은 다음 식 (20)과 같이 주어
진다.




    

   







(20)

여기서    는 식 (15)로 표현된 펄서출력신호의 퓨리에 변환의  성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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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예측과 실험결과의 비교

위에서 기술된 등가회로 모델의 유효성을 시험하기 위해, 자기변형탐촉
자의; 성능을 측정하고 이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탐촉자성능매개변수는 감도와 스트립 두께에 따른 그 변화, 그리고 전기임
피던스이었다. 측정은 0.01 - 0.25 mm 범위의 두께를 갖는 13x152 mm

2

니켈스트립들을 사용하여 3.2x152x914 mm3 알루미늄 판 시편에서 이루어
졌다. 영국의 Goodfellow 사가 공급한 이 니켈은

99.9% 순도의 소둔된

니켈이었다.
측정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1) 5분 에폭시를 사용하여 니케스트립을
알루미늄판의 1/3길이위치에서 폭을 가로질러 접착한다. (2) 22번 게이지
전선을 사용하여 판과 스트립을 감싸는 감은수가 9인 RF 코일을 설치한
다. (3) A 니켈스트립 길이방향을 따라 바이어스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영
구자석을 설치한다. (4) 2-cycle, 128-kHz, 30-volt 진폭(  30)을 갖는
톤-버스트 펄스를 사용하여 RF 코일을 구동하고 시편 양끝에서 반사된
도파를 탐지한다. 니켈스트립에 가해진 바이어스 자기장의 세기는 14.3
kA/m 이었다. 미국 SwRI의 MsSR 2020D 시스템가 유도파의 송수신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 발생되고 탐지된 도파는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진행하는 SH0 모드이었다.
그림 3.4.7에 보여준 실험데이터는 시편의 양끝에서 반사된 두 에코들
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서, 니켈스트립의 두께와 폭은 각각 0.25 mm 와
13 mm 이었다. 이 데이터는 40-dB 리시버 이득을 갖고 탐지되었다. 보여
준 것처럼, 이 두 에코는 기본적으로 같은 진폭을 갖는다. 이는 도파전파
거리에서의 작은 차이가 진폭에 미치는 영향은 128 kHz에서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신호는 양방향으로 진행한 도파가 한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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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왕복한 후 중첩된 결과이다. 그래서 처음 두 에코보다 큰 진폭을 갖
는다.
판 양끝에서 반사된 에코들의 파형과 진폭은 등가회로 모델의 식 (20)
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었다. 이 계산에 사용된 모델 매개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다: = 8.9 kg/m3, = 2960 m/sec, = 0.14, 
-5

=3.52 x 10

H/m, = 2.7 kg/m3, = 3100 m/sec,  = 4 Ohm,  = 2200

Ohm, 그리고  = 11 nF. 니켈의 물성에 대한 위의 값들은 문헌에서 인용
된 것들이었다.

Fig. 3.4.7 128-kHz SH0 wave signals measured experimentally by using
a 0.25-mm-thick, 13-mm-wide nickel strip

그림 3.4.8은 0.25-mm 두께와 13-mm 폭의 스트립에 대한 계산된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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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을 실험으로 측정된 파형(원들)과 함께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두

파형은 같은 피크 진폭을 갖도록 조정되었다. 약간의 미소한 차이들(측정
된 파형의 전단에서의 부가적인 반 사이클과 약간의 모양 차이)을 제외한
다면, 이 두 파형은 좋은 일치를 보여준다.
자기변형탐촉자의 감도는 펄서 출력전압진폭에 대한 탐지된 도파신호
진폭의 비로써 정의된다. 그림 3.4.9는 스트립두께의 함수로써 측정된 감도
와 계산된 감도를 보여준다. 실험과 비교할 때, 모델은 감도를 약 12 dB
내지 18 dB 정도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정성적으로, 니켈스트립두께에 대

한 감도의 의존성은 둘 사이에 좋은 일치를 보인다. 탐촉자 감도에서 이
둘 사이의 정량적인 차이는 놀라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차이는 모델링에
서 사용된 다양한 가정들과 송수신 과정에 포함되는 복잡한 자기 및 전자
기 현상들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일차원적인 접근에 기인한다.

Fig. 3.4.8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waveform (solid line) and the
experimentally measured waveform (circles) of a 128-kHz SH0 wave
by using a 0.25-mm-thick, 13-mm-wide nicke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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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Sensitivity of the magnetostrictive transducer as a function
of the nickel strip thickness for 128-kHz SH0 generation and detection

그림 34.10은 0.25-mm 두께와 13-mm 폭의 니켈스트립을 갖는 자기변
형탐촉자의 전기임피던스에 대한 실험측정과 모델예측을 비교하여 보여준
다. 단순한 모델의 경우, 예측될 수 있는 상당한 정량적인 불일치와 함께,
이 둘은 정성적으로도 다른 주파수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임피던스의 저항
성분에 대해서는, 모델이 실험으로 측정된 것들보다 상당히 작은 값들을
생성하였으나 임피던스의 리액턴스 성분에 대해서는 반대경향이 발생하였
다. 측정된 임피던스는 주파수 증가와 함께 그 저항성분과 리액턴스 성분
의 크기에서 증가를 보여주었다. 그 증가율은 주파수 증가와 함께 감소하
였다. 반대로, 계산된 임피던스는 그 저항성분의 크기는 주파수와 함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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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그 리액턴스 성분은 주파수와 함께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불일치가 다른 두께의 스트립에 대해서
도 또한 관측되었다. 이것은 큰 불일치가

모델링에서 고려되지 못한 두

가지 물리적 효과들(즉, 와전류 효과와 RF 코일 내에 있는 부가적인 금속
물질(이 경우에서는 알루미늄)의 영향)에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
서 현재 상태에서, 등가회로모델은 자기변형탐촉자의 전기임피던스를 예측
하기 위해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목적을 위한 모
델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Fig.

3.4.10

Electrical

impedance

(solid

line:

resistance component,

dashed line: reactance component) of a magnetostrictive transducer
with a 0.25-mm-thick, 13-mm-wide nicke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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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술된 제안된 모델의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실험측정들과의 비
교는 제안된 모델이 수신신호의 파형, 탐촉자의 주파수응답과 자기변형스
트립 두께에 대한 그 의존성, 스트립 두께에 대한 탐촉자 감도의 의존성
등의 계산에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 왔다. 제안된 모델이 장치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인 탐촉자 전기임피던스의 평가를 위해 유
용하게 되려면, 모델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와전류효
과의 고려가 이 방향의 연구에서 자연스런 단계일 것이다.

제 5 절 결론 및 향후 추진 계획
1. 결론

원거리초음파검사를 위한 자기변형스트립 유도파 탐촉자에 널리 사용
되는 니켈 스트립과 철-코발트합금 스트립의 자기이력곡선을 진동시료자
성측정기(VS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확한 자기이력곡선은 측정과정
에서 외부자기장의 반대방향으로 발생되는 자기소거효과를 고려하여 측정
결과를 수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다. 실제검사 상황에서도 자기소거효
과가 발생하므로 요구되는 세기의 동자기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이력곡선에 따른 예측보다 훨씬 큰 송신전류를 RF 코일에 가해야 한다.
T(0,1)모드 도파의 송/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바이어스 정자기장으로 스
트립길이방향의 잔류자화를 사용할 때, 자기변형스트립 재질의 자기변형특

- 71 -

성, 잔류자화, 보자력, 그리고 투자율이 클수록 탐촉자의 성능이 향상된다.
탐촉자의 감도는 잔류자화 혹은 동자기장의 크기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
한다. 그러나 종모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자기장의 크기는 잔류자화
보다 훨씬 작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스트립 재질의 보자력이 작을수록 이
제한은 심각해진다. 자기변형스트립의 한 면에 접착되는 비강자성 물질의
보호스트립의 사용은 자기변형스트립의 반복적인 재사용과 탐촉자와 시험
체의 건식결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검사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모델은 결함과 유도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송선로모델, 자
기변형탐촉자에 대한 KLM 형태의 등가회로모델, 그리고 전기 펄서/리시버
에 대한 등가회로모델을 포함한다. 실험측정들과의 비교는 제안된 모델이
수신신호의 파형, 탐촉자의 주파수응답과 자기변형스트립 두께에 대한 그
의존성, 스트립 두께에 대한 탐촉자 감도의 의존성 등의 계산에 효과적이
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안된 모델이 장치개발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인 탐촉자 전기임피던스의 평가를 위해 유용하게 되려면,
모델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와전류효과의 고려가 이
방향의 연구에서 자연스런 단계일 것이다.

2. 향후 추진계획

자기변형탐촉자를 이용하는 유도파검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 것
으로 판단된다. 미국 SwRI의 MsSR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개
발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RF 코일의 설계 및 제작, 자기변형스트립에 바이
어스 자기장을 부가할 수 있는 방법과 장치,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한 탐촉
자의 설계 및 제작, 위상배열이론에 따라 구동되는 다채널전기 펄서/리시버
와 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고유기술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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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시스템기술 개발뿐 아니라 그 활용을 위한 현장적용경험을 축적하
는 것이 또한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화학, 원자력
분야 등에서 산업시설물운영기관, 전문검사기관,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유기적
인 협조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분야에서는 차세대원전 배관계통의 상
시 감시 및 진단을 위해, 고온(약 500 oC)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기변형탐촉
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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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LRUT용 자기변형스트립 유도파탐촉자의 설계 및 제조
를 위한 요소기술들을 개발하였다. 이들에는 자기변형스트립의 자기적 특
성을 측정하는 기술과 탐촉자의 특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기술이 포함된
다. 그리고 자기변형스트립에 바이어스 자기장을 가하는 방법과 자기변형
스트립과 시험 물체를 음향학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결
함과 유도파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해석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응용하여 LRUT 시스템 전체에 대한 해석적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 유효
성을 평가하였다. 이로써 계획되었던 연구개발목표는 100%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VSM을 이용하여 자기변형스트립의 자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자기변형스트립이 탐촉자의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자기변형스트립 유도파 탐촉자를 사용하는
LRUT 시스템 젠체에 대한 해석적 모델의 초기버전을 완성하였다.이와 같
은 연구성과들은 관련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함으로써, 보다 긴
검위범위를 제공하는 고성능 자기변형탐촉자의 개발과 그 운영을 위한 전
자 시스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성과들의 관련 기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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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대성과
가.

기술적인 측면

(1) 보다 긴 검사범위를 갖는 고성능 자기변형스트립 유도파 탐촉자
의 제공이 가능해짐.
(2) 고성능 탐촉자의 운영을 위한 펄서/리시버 시스템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음.

나. 경제 산업적인 측면
(1)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배관들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
(2) 자기변형 LRUT 시스템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함.

2. 활용계획
가. 차세대 원전배관계통의 상시 감시 및 진단을 위한 고온용(약
o
500 C) 자기변형탐촉자 및 그 운영시스템 개발에 활용

나. 석유화학시설의 파이프라인, 상수도 혹은 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
라인, 와이어로프 등의 다양한 LRUT 응용들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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