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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가동 중 검사와 관련하여 레이저 형상측정 장치

의 튜브 내부 검사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술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튜브 

내경의 찌그러짐 및 내부 결함을 위하여 개발된 기존의 레이저 형상측정 장치 

기술을 분석하였고, 스마트 증기발생기 튜브 검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튜브 내경

에 맞는 레이저 내경측정 장치를 개발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장치와 새로 개발된 

장치를 이용하여 튜브의 찌그러짐과 내부 결함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술현황의 분석 및 실험 결과, 레이저 형상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튜브 내부결함 

검사 및 내경의 찌그러짐 측정에 적용하는 기술은 충분히 현장 적용이 가능함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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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application of the laser profilometry technique to inspection of tube 

is investigated for the in-service inspection of the SMART SGC tube. The 

state of the art of the laser tube inspection apparatus is analyzed for 

detection of ovality and inner-surface defect of the tube. A laser 

profilometer sensor system for measuring inner-diameter of the tube is 

instrumented for the experimental study of the laser measuring sensor. 

Using the new developed laser profilometer and a commercial laser tube 

inspection sensor system, the application of the laser profilometer system 

to inspection of the tube inner surface i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s 

conclusion, the laser profilometer sensor can be applied to inspection of 

the tube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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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레이저 형상측정 장치는 비접촉, 원격으로 표면의 형상을 측정하는 기술로, 기

존의 기술들에 비해 경제적이고, 정밀도가 높으며, 또한 원격측정에 의한 자동화

가 용이하여, 기계적 시각(machine vision)시스템의 자동화 응용에 큰 장점이 있

다. 산업적인 활용분야는 실시간 용접선 추적 장치, 용접 후 용접 표면의 건전성 

검사, 튜브 내.외부의 결함검사, 그리고 공장등 산업현장에서의 실시간 제품 결함 

검사 등 공정 및 검사 자동화 분야이다. 

  본 연구는 레이저 삼각 측정 방식으로 내경을 측정하는 “레이저 형상 측정장

치”의 기술이 스마트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및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세부 내용은 전열관 튜브의 찌그러짐 측정등 레이저 형상 측정장치의 ISI 

적용성 도출하기 위한 기존 장치 및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 적용성 검토를 위하

여 실제 레이저 내경 측정 장치를 개발하여 스마트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유사한 

튜브에 적용하여 튜브의 찌그러짐과 내부 결함의 측정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분

석하였다.

  기존의 레이저 튜브 검사 및 측정 장치를 분석한 결과, QUEST integrated 

Inc. 사의 LOTIS 모델과 Laser Techniques company 사의 TIS 모델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두 모델 다 line 센서를 사용하며, 튜브 내에서 프루브

가 회전하면서 내면의 형상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곡면 검사가 가능한 모델도 있

었다. 검사대상 튜브의 최소 내경은 QUEST 사의 LOTIS 모델의 경우 0.265“ 

까지 가능하였고, Laser-NDT 사의 LP-P 모델의 경우 0.285” 까지 가능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line 센서와 area 센서를 사용하는 모델을 분석한 결과, line 센

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용의 제품과 같은 

원리를 가진 12mm 튜브 내경 측정용의 레이저 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이것과 기

존에 보유하고 있는 16mm 튜브 검사용의 레이저 내경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실

제 튜브의 찌그러짐, 내부결함 검사 등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ovality의 

경우는 분해능 10 um 정도, 내부 결함을 공간 분해능 50 um 정도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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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술적 배경

  1. 레이저 형상측정 기술 이론

    가. 삼각측정 변위센서 측정광학계 원리

  레이저 내경측정 장치의 기본 방법인 삼각측정(Laser triangulation) 변위 측

정법의 원리는 그림 2-1과 같다. 물체면에 조사된 작은 레이저 광점은 입사 레

이저 빔 축과 기울어진 렌즈 F에 의해 위치측정센서 PSD(Position Sensing 

Detector) 면에 상을 맺는다. 물체의 위치(높이)가 그림과 같이 h방향으로 바뀌

면, 레이저 광점의 PSD에서의 상 위치도 d 만큼 바뀌게 된다.  이 d를 측정하

여, 구성된 광학계 변수를 대입하여 환산함으로써 물체의 변위 h를 측정할 수 있

다[2-1].

  이 레이저 삼각측정 방식은 다른 방법들(예를 들면, focus detection, 

time-of-flight 등)에 비해, 물체면의 산란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광학계

의 구성과 정렬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Laser beam

α

h
Object

Lens F

PSD

d

그림 2-1.  레이저 삼각측정 방식의 형상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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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cheimpflug Condition 구성도

  이 광학계는 그림 2-2 와 같은 Scheimpflug 조건이라고 부르는 광학정렬을 

가지게 된다. 그림 2-2 에서와 같이 물체가 광축과 수직하지 않은 면에 있을 

때, 상면도 광축에 대해 기울어진 면이 된다. Scheimpflug 조건은 물체면과  상

면이 렌즈면 상에서 만나도록 구성이 되는 광학계 구성 요건을 말하며, 이 경우 

물체가 영상면에 정확히 상을 맺게 된다. 

  물체까지의 변위 h 와 PSD 에서의 레이저 광점(spot)의 위치 d 의 관계는 비

선형(non-linear)적으로 구해지는데, 그림 2-3 와 같은 광학 geometry 에서 유

도할 수 있다.

 영상렌즈의 초점거리를 f 라 하면 물체까지의 거리(s)와 상의 거리(s')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s'

+
1
s
=

1
f

    (2-1)

즉 물체상의 거리 s'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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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S
θ
β

α
Image Q

P : Object distance
q : Image distance

Spot  P

O

O

q

φ

p

Laser beam

S'*

영상렌즈의 초점거리 : f 

렌즈에서 표면 물체까지의 거리 : s 

렌즈에서 상(detector)까지의 거리 : s'

레이저가 조사되는 광학계의 광축과 레이저 spot 상을 맺는 광학계의 

광축 사이 각 : θ

배율 : m = s'/s = f/(s-f), on-axis lateral magnification

그림 2-3.  레이저 삼각측정 장치 좌표계

s'=
sf

( s- f)
             (2-2)

  그림 2-3에서 레이저가 조사되는 광학계의 광축과 레이저 광점의 상을 맺는 

광학계의 광축 사이의 각을 θ라 하면 물체가 그림에서 p 만큼 움직였을 때 이 

P 점의 물체거리는

s*= s- p cosθ                  (2-3)

로 주어진다. 이 P 점에 대응되는 PSD 상에서의 영상점 Q 의 렌즈로부터의 거

리는 식 (2-2) 와 (2-3)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
( s- p cosθ)f
s- p cosθ- f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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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osφ

p sinθ =
s'*
s*

                              (2-5)

  또한 (2-3)에서 (2-5) 의 식을 정리하면, 물체의 이동거리 p 와 PSD 에서의 

영상점의 이동거리 q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
q cosφ( s- f)

fsinθ+ q cosφ cosθ
                (2-6)

영상면의 각도 φ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2-3에서 

s tanθ= s' tan (
π

2
-φ)     (2-7)

가 성립하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sf
s- f

tan (
π

2
-φ) = s tanθ             (2-8)

이 되고, φ 에 대해 정리하면

tanφ=
f

( s- f) tanθ
                     (2-9)

으로 주어진다. (2-7) 식을 영상면의 각도 φ 대신에 배율 m 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배율 m은

m=
s'
s

=
f

( s- f)
 (m:lateral magnification)   (2-10)

로 주어지며, 이를 (2-9)식에 대입하면

tanφ=
f

( s- f) tanθ =
m

tan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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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2φ= 1+ tan

2φ

= 1+
m

2

tan
2θ

=
sin

2θ+m
2
cos

2θ

sin 2θ

        (2-12)

p =
q( s- f)

f m
2
cos

2θ+ sin
2θ + q cosθ

=

f
m

f m
2
cos

2θ+ sin
2θ + q cosθ

        (2-13)

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p 와 q 는 선형적으로 비례

하지 않고, 복잡한 환산식을 갖는다. 실제 장치에서 신호처리를 할 때에는 이 식

을 사용하여 실제 변위를 환산하여 주게 된다.

    나. 레이저 삼각측정장치의 오차 분석

레이저 삼각측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오차요인이 존재한다.

    (1) 레이저 광점 크기에 따른 분해능 한계

  이 효과는 전적으로 레이저 광점 크기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광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면 공간 분해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레이저 삼각측정의 경우, 

접촉식 probe 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작은 편이다.

    (2) 물체 주변에서의 중심점 이동

  이 효과는 피 측정물체의 주변에서, 광점의 중심점이 실제보다 옆으로 이동하

는 것을 말한다. 레이저 광점 크기 이내의 측정 오차를 가져오나 무시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피 측정물체의 주위 뿐 아니라 물체의 표면의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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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히 변함으로써 광점 크기 이내에서 반사하는 레이저의 중심점이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실제로는 Edge 부근에서는 이 효과보

다 ghost 영상 효과도 크게 나타나며, 이 효과는 기기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측

정값의 1 % 정도 이내의 오차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가장 확실한 보

정 방법은 두 개 이상의 광검출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3) Ghost 영상 효과

  물체의 주변이나 다중 반사등의 이유로 실제 레이저 광점이 아닌 위치에 레이

저 광점을 형성하는 ghost 영상이 생길 경우 많은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 

ghost 영상도 중심점 이동과 마찬가지로 레이저 광축에서 벗어난 지점에 형성되

므로, 이중 검출기를 사용하거나, pattern matching 등의 적응형 영상처리를 사

용하여 줄일 수 있다.

    (4) 큰 입사각에서의 영상 변형

  레이저빔이 입사되는 광축과 영상을 맺는 광학계의 광축이 많이 기울어져 있

는 경우 입사 광점의 상이 많이 길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고, 이는 광점 영상의 

변형을 유발하게 되어 오차의 원인이 된다. 이 효과는 사잇각이 클 때에 발생하

는 효과로, 이 경우 실제로 ghost 영상 등에 의한 효과도 크다. 따라서 실제 설

계 경우에 사잇각이 60° 이상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

    (5) 표면반사율의 변화에 의한 오차

  표면반사율의 변화가 심할 때에는 주변 부근에서 중심점 이동과 비슷한 효과

를 나타낸다. 이 오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으

로 큰 오차 감소를 이룰 수 있다. 이 오차를 줄이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면의 

반사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의 출력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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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기술 및 장치 분석

  레이저 삼각측정 방식의 튜브 내경 측정 장치는 기존의 상용화된 제품이 있다. 

QUEST 사는 가장 오래, 그리고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최근에는 

LTC(Laser Techniques Company)사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장치를 상용화 하였

다. 본 절에서는 이 두 회사의 상용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기존제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QUEST 사의 레이저 내경측정 장치[2-2]

  Quest 사는 가장 먼저 레이저 튜브 내경 형상 측정 장치(Tube ID surface 

mapping)를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레이저 삼각측정 방식

의 튜브 내경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장치의 측정 방식은 삼각측정 

거리측정 장치를 스캔하는 방식과 여러 점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회전 없이 측정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4는 QUEST 사에 개발된 레이저 내경 측정 장치 LOTIS 모델의 사진

이며, 표 2-1은 이 모델들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a) LOTISⓇ400N    (b) LOTISⓇ200K       (c) LOTISⓇQC-10

그림 2-4. QUEST 사에 개발된 레이저 내경 측정 장치 LOTIS 모델 종류

  내경 측정 장치는 하나의 모델로 측정할 수 있는 튜브의 크기가 제한된다. 따

라서 각각의 LOTIS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개의 측정 프루브(probe)를 사

용하게 된다. 내경 측정을 위한 프루브 역시 회정 방식과 비회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2-5는 Quest 사에서 개발하여 내경 측정 장치에 사용하고 있는 

프루브의 종류이다. 최소 내경 0.5 inch에서 최대 6 inch 까지의 다양한 튜브를 



- 9 -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프루브를 개발하였으며, 곡면의 검사를 위한 프루브

도 다수 개발되어 있다.

표 2-1. QUEST 사의 튜브 내경 측정 장치의 종류 및 특징

특징 및 응용 분야

LOTISⓇ400N

- 고속으로 회전하는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하는 장비

- 보일러, 열교환기, steam generators 등의 비파괴 검사에 유용

- 튜브 내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영상 정보 제공

- 0.46 ~ 3.94 inch 이상의 다양한 probe size 제공

LOTISⓇ200K

- 작은 직경(0.265 inch)의 열교환기, steam generator 튜브 등의 

검사에 이용

- 12 채널, 회전 없이 레이저 삼각측량(triangulation) 방식을 이용

-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 영상 format 으로 결과 제공

- sludge나 corrosion에 의해 생성된 dents의 위치를 검사하는데 

유용함.

- probe 직경 0.25 inch, 50개 이상의 광학(광섬유) 부품으로 구성.

- 내경 1/4″ ~ 3/8″ ID Tubing 의 측정이 가능

LOTISⓇQC-1

0

- 튜브의 내부 표면에 직경 및 깊이 1 inch 이하의 튜브 내부 측정

- Continuous helix scan 측정 방식

- stepped bores, splines, swaged tube ends, out-of-round 

  openings 등에 적용

- axial scan range : 1.4 inches

- axial scan pitch : 0.005 inch

- diameter measurement range : 0.2 to 1.0 inch

- radial  measurement resolution : 0.00025 inch

- size : 12 x 16 x 24 inch

- 내경 3/16″ ~ 1″ ID Tubing 측정 가능

  그림 2-6은 LOTISⓇQC-10에서 사용하는 비회전 프로브의 사진이다. 장치는 

12채널의 레이저빔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데, 사진에서 여러개의 측정 

구멍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장치는 특히, steam generator tubing 검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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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용성의 향상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0.25 inch 이하의 튜브에 사용

이 가능하다.

  

그림 2-5. 레이저 내경 측정 장치 프로브 종류 (QUEST社)

  

그림 2-6. 비회전 내경 측정 장치 프로브 (QUEST社)

  Quest 사에서 개발된 레이저 프로브는 직관 형태의 단순 구조 튜브뿐만 아니

라, 곡관 형태의 복합 결함구조(complex Geometry)의 측정을 위한 장치도 개발

되어 있다. 

난(냉)방 튜브 검사 시스템인 FTIS (Furnace Tube Inspection System)의 경우 

그림 2-7과 같은 프루브 형태로 되어 있어, 곡관부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 주 응용 목적은 Laser 및 Ultrasonic Furnace Inspection System

에 사용되는데, 직경 4″ ~ 8″의 Furnace tube에 적용하여 배관부의 감육, 점식, 

bulging, swelling 등의 검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고분해능 레이저 scanner와 

ultrasonic array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프루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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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TIS 프루브 모습        (b) Furnace tube 배관의 검사 결과 예

그림 2-7. 곡관부 검사를 위한 FTIS 측정 프루브와 응용 사례(QUEST社)

    나. LTC(Laser Techniques Company)사의 레이저 내경측정 장치[2-1]

  LTC(Laser Techniques Company)社는 “레이저 튜브 내부 검사장치”의 개발

에 있어 QUEST社 보다는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튜브의 내경 뿐 아니라 dent, 

ovality, corrosion, pitting 등의 내부 결함을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용의 

레이저 튜브검사 장치와 측정 프루브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다. 

  LTC社 역시 다양한 프루브를 개발하여 여러 종류의 튜브 내벽 검사에 활용하

고 있는데, 그림 2-8은 대표적인 튜브검사 장치인 Laser Micromap의 측정 프

로그램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튜브 형상 뿐 아니라, 내벽의 상태에 

대한 고분해능 정보와 non-contact map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다. 표 2-2는 

Laser Micromap 장치의 특징과 적용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 12 -

그림 2-8. Laser Micromap 측정 화면

표 2-2. Laser Micromap 장치의 특징과 적용분야

특징

- 0.001 inch의 높은 공간 분해능과 0.0001 inch의 깊이

(depth) 분해능

- 정량적인 결과 값 도출, 시간 및 sample들의 비교저장 가능

- 직접적인 육안 검사를 통해 가까이에서 하기 어려운 검사에 

대한 자동 검사가 가능

- 광학적인 왜곡 현상이 없음

- 100%에 가까운 스캔 영역

- eddy current나 ultrasound 같은 다른 비파괴 검사와 통합 

가능성

- 곧은 튜브나 휘어진 튜브를 틀에 맞춘 것에 적용 가능

적용 분야

- Gun tube

- 보일러나 열교환기 튜브

- Nuclear steam generator 튜브

-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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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C 社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측정 프루브를 개발하고 튜브 내부 검사에 적용

하고 있는데, QUEST 사와는 달리 측정 프루브는 크게 나누어서 레이저 형상측

정 회전 프루브와 레이저 penetrant 측정용 프루브로 나눌 수 있다.

형상측정 프루브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프루브로 튜브의 안쪽을 360° 회

전하는 작은 레이저 삼각측량 모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Laser Micromap 같은 

일반적인 튜브 검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튜브의 denting, 

pitting, ovality 측정에 사용된다. 표 2-3은 LTC 사에서 개발한 레이저 형상측

정 및 검사 프루브를 정리한 것이다.

  Rotary Laser-scanned Penetrant Inspection 프루브는 laser penetrant 검

사를 위하여 개발된 프루브로 이는 형상측정이 주 목적이 아니라, laser 

penetrant 방식으로 튜브 내부의 미세 결함 측정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 프루

브는 steam generator 튜브 내부의 결함 검사등에 응용되고 있다. 표 2-4는 

LTC 사에서 개발한 laser penetrant 튜브내부 검사 프루브의 모습과 특징을 정

리한 것이다.

표 2-3. LTC 사에서 개발한 레이저 튜브내부 형상 검사 프루브 특징

LP-P-0.75, LP-P-1.00  LP-P-0.400,  LP-P-0.500

- Rotary

- Detachable umbilical cable

- Measuring range: >0.75″

- Spot size: 0.005″

- Resolution: 0.0005″

- Typical application: steam generator

                      tubing

- Rotary

- Non-detachable umbilical cable

- Measuring range: 0.285″~0.345″ ID,

                    0.345″~0.445″ ID 

- Spot size: 0.005″

- Resolution: 0.0005″

- Typical application: Heat exchanger

                       tu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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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LTC 사에서 개발한 laser penetrant 튜브내부 검사 프루브의 특징

- Rotary 방식

- Detachable umbilical cable

- Spot size : ≤0.005″

- Resolution : 0.0005″

- Typical application :  steam generator

                        tubing

LTC 사에서 제안하는 레이저 내경측정 장치의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 Dent Measurement in Nuclear Steam Generator Tubes

- Ovality Measurement in Nuclear Steam Generator Tubes

- Corrosion and Pitting Measurement 

- Laser/Eddy Current Data Acquisition

  Dent Measurement in Nuclear Steam Generator Tubes : 레이저 기반 

profiling sensor를 이용하여 튜브 dent 검사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2-9는 

Micromap 장치를 사용하여 튜브에 대한 여러 data 정보(calculating average, 

minimum and maximum diameter 등)의 획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림의 예에서 응용 분야는 dent measurement in nuclear steam generator 

tubing 이다.

그림 2-9. Laser profile mapping data of den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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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ality Measurement in Nuclear Steam Generator Tubes : 레이저 내경 

측정 장치에서 가장 중요하며 많이 측정하는 검사가 ovality(major diameter - 

minor diameter 의 차이)이다. laser Micromap 장치는 고 내성으로 제작된 튜

브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ovality에 대한 다양

한 측면의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0은 증기발생기 튜브의 ovality  검

사 화면이다.

그림 2-10. Ovality measurement in nuclear steam generator tubing

  Corrosion and Pitting Measurement : 레이저 표면 mapping sensor를 이용

하여 표면 부분에 대한 3D map을 측정함으로써 튜브나 파이프의 초기 

corrosion 상태를 monitoring 할 수 있다. 또한 discoloration이나 표면 거칠기

와 같이 기존 profiling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표면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

량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11은 레이저 센서로 측정한 튜브의 corrosion 

형태와 dimension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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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n tube corrosion        (b) Dimension of corrosion

그림 2-11. 레이저 센서로 측정한 튜브의 corrosion 형태와 dimension

그림 2-12. combines laser profile/EC image of tube ovality

  Laser/Eddy Current Data Acquisition : 내부 보강 plates나 용접물 등의 검

사를 위해 EC(bobbin coil) sensor와 laser sensor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회전하는 eddy current sensor와 laser sensor를 동시에 사용하여 subsurface 

crack의 결함 검사 등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12는 laser profile 센

서와 Eddy Current image 센서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tube ovality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튜브 내부 검사를 위한 레이저 삼각측정 센서는 일반적인 정밀 형상측

정 장치에도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13은 LTC 사의 Laser Micro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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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ofiler 의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마이크로 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물체의 

형상을 비접촉식으로 읽어내는 장치이다. 표 2-5에 Laser Micromap 3D 

Profiler의 특징 및 적용 분야를 정리하였다.

 

그림 2-13. LTC 사의 Laser Micromap 3D Profiler 의 형태

표 2-5. Laser Micromap 3D Profiler의 특징 및 적용 분야

특징

- 작은 부품들에 대한 고 분해능의 정량적인 표면 mapping 검사에

  우수

- 100%에 가까운 스캔 영역

- 0.001 inch의 높은 공간 분해능과 0.0001 inch의 깊이 분해능

  (depth resolution) 

- 정량적인 결과 값 도출, 시간이나 sample들에 대한 비교 저장이 

  가능

적용 분야

- 작은 부품의 정량적인 표면 mapping

  (flat plates ~ complex shapes)

- corrosion, erosion, pitting의 측정 및 상세화 가능

- fine scratches, cracks , roughness, discoloration에 대한 image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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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레이저기술의 적용성 분석

  스마트 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튜브의 내부 검사를 위하여 레이저 삼각측

정 방식의 내경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치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내경

측정장치(QUEST 사의 5/8“ 내경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튜브의 ovality와 내부 

결함 측정 성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장치는 12mm 내경의 튜브에 맞게 개발되

었으나,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장치는 16mm 튜브용 장치로서 성능검증은 

SMART 용 12mm 튜브와 다른 16mm 튜브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1. 레이저 내경 측정 장치 개발

    가. 장치 설계 및 제작

  12mm 튜브의 내경 ovality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림 3-1은 

장치 구성도로 그림 2-1과 같은 레이저 삼각측정 측정 원리를 이용하였다. 광원

으로는 20mW 급의 적색 레이저 다이오드(650nm)를 사용하였으며, 구동 회로는 

프루브 헤드 부분에 포함시켰다. 

그림 3-1. 레이저 내경 측정장치 광학계 부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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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 Hamamatsu S4584-06

Size dimension 4.1 x 4.8 mm

Active area 1 x 3.5 mm

Resistance length 3.5 mm

Spectral Response range 310 ~ 1100 nm

Peak sensitivity wavelength 960 nm

Photo sensitivity (λ=650nm) 0.33 A/W

Photo sensitivity (λ=890nm) 0.51 A/W

Rise time (λ=650nm) 3 us

Rise time (λ=890nm) 10 us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간 레이저빔은 렌즈군에 의해 집속되어 프리즘 거울에 

반사를 한 다음 튜브 내부 표면에 한 점으로 집속하게 된다. 표면에서 산란된 레

이저빔은 역시 프리즘에서 반사하여 다른 광학 렌즈 군에서 집속되어 점으로 

imaging 되어 위치센서에 입사하게 된다. 그림에서 튜브의 내경이 달라지면 이

에 따라 위치 센서에 입사되는 레이저빔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해서, 튜브의 내경

(또는 내부 형상)을 측정하게 된다.

○ PSD(Position Sensing Detector) sensor

  본 연구에서는 Hamamatsu 사의 1-D PSD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model은 

S4584-06 으로 사양은 표 3-1과 같다. 그림 3-2는 사용된 PSD의 측정 원리 

및 구성도이고, 그림 3-3은 사용된 PSD의 모습과 spectral sensitivity 이다. 그

림에서 650 nm에서도 충분한 감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3-1. 사용한 PSD 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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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용한 PSD 의 구성도 및 모습

        (a) PSD 의 모습           (b) 사용한 PSD의 spectral sensitivity

그림 3-3. 사용한 PSD 의 모습과 spectral sensitivity



- 21 -

  PSD는 그림 3-2와 같이 빛점(light spot)이 입사되는 점을 측정하는 장치이

다. 정 중앙에서 빛이 입사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x 라고 하면 다음 식과 같이 

두 개의 신호(Ix1, Ix2)를 측정하여 빛이 조사되는 위치(x)를 계산하게 된다.



  

  
 (3-1)

  이러한 측정과 계산은 전용 signal processing unit을 사용하면 편하고 정확한

데, 본 연구에서는 같은 Hamamatsu 사의 C9068 PSD signal processing 

circuit을 사용하였다. 그림 3-4는 사용된 신호처리 board의 모습으로, 계산된 

신호의 출력은 RS-232C로 컴퓨터에 interface 하게 되어 있다.

그림 3-4. 1-D PSD의 Signal processing Board

  개발된 튜브 내경측정 장치의 전체 모습은 그림 3-5와 같으며, 측정 프루브는 

그림 3-6과 같다. 측정 프루브는 외경이 10 mm 로, 내경이 10.5 mm 인 튜브

부터 12.25mm 의 튜브를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치의 측정 분해능은  

8 bit 신호처리로 13.7 um(=3,500/2*128 u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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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개발된 튜브 내경측정 장치의 전체 모습

그림 3-6. 개발된 튜브 내경측정 장치의 프루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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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분해능등 개발된 내경측정 장치의 성능은 광학계와 PSD의 사양에 의해 결

정된다. 개발된 장치의 전체 성능은 다음의 표 3-2에 정리하였다. 

표 3-2. 개발된 내경측정 장치 사양

구         분 사          양

측 정 범 위 10.50 mm - 12.25 mm

분  해  능 13.7 micrometer

Laser spot size 20 micrometer

Circumferencial pitch 100 micrometer

Surface condition Specular surface

Rotation sampling rate 12,420 samples/s

Laser output 20 mW

Laser wavelength 6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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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튜브검사 적용성 분석 실험

  보유하고 있는 LOTIS 레이저 삼각측정장치와 개발된 내경측정 장치를 사용하

여 튜브 내경측정 검사를 수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물리량은 

ovality이고, 각각의 장치에 대해 내부 결함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LOTIS 장치는 스마트 전열관의 크기

인 12mm 에 적용할 수가 없어 16mm 튜브로 실험을 하였으며, 개발된 장치의 

경우에는 12mm 튜브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가. LOTIS 장치에 의한 적용 실험

  보유하고 있던 Quest 사의 LOTIS 튜브 검사장치를 사용하여 튜브검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LOTIS 검사장치의 구성은 그림 3-7과 같고, 그림 3-8은 장치 모

습들이다. LOTIS 장치의 측정 성능 및 규격은 표 3-3에 정리하였다.

그림 3-7. LOTIS 튜브 profilometer 장치 전체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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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TIS 전체 장치 모습

(b) LOTIS 16mm 튜브 검사 프루브 모습

그림 3-8. LOTIS 튜브 profilometer 장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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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LOTIS 검사장치 사양

구         분 사          양

측 정 범 위 11.6 mm - 20.1 mm

분  해  능 20 micrometer

Laser spot size 50 micrometer

Axial pitch 125 micrometer

Surface condition Specular surface

Rotation sampling rate 160-320 samples/s

  

  LOTIS 검사장치는 DOS 운영체제에서 작동을 하는 장치로, 튜브 검사 측정 

결과는 그림 3-9와 같이 DOS 화면에서 cross 및 contour 로 표시된다. 본 연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튜브 내경측정 장치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하여, 

txt 파일을 저장하여 새로 개발된 측정장치 운영체제 프로그램에서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9. LOTIS 장치의 측정 및 결과 화면(DOS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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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은 실험에 사용한 16mm 튜브의 모습이고, 그림 3-11은 이 튜브의 

내경을 LOTIS 로 측정한 후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분석을 한 결과

이다. 길이 방향으로 스캔을 함으로써 내부 형상을 읽을 수 있다.

 

그림 3-10. LOTIS 장치로 실험을 한 16mm 건전튜브 모습

그림 3-11. LOTIS 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한 새로 개발된 SW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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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LOTIS 장치를 사용하여 ovality를 측정하였다. 그림 3-12는 건전 튜브

를 찌그러트려 ovality를 준 튜브의 모습이다. Digital ID gage로 측정한 결과 

건전 튜브의 내경은 16.16mm 이고, 찌그러진 튜브의 내경은 긴축이 17.05mm, 

작은 축이 15.85 mm 였다. 그림 3-13은 LOTIS 장치로 측정을 한 16mm 찌그러진 

튜브 ovality 측정 결과를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모습들이다.

그림 3-12. LOTIS 장치로 실험을 한 16mm 찌그러진 튜브 모습

(a) 찌그러지기 전의 튜브 내경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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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찌그러진 튜브의 첫 번째 위치의 내경측정 결과

(c) 찌그러진 튜브의 네번째 위치의 내경측정 결과



- 30 -

(d) 찌그러진 튜브의 내경을 축방향으로 스캔한 측정 결과

그림 3-13. 찌그러진 16mm 튜브의 ovality 측정 결과 모습

  다음은 LOTIS 장치를 사용하여 튜브 내벽에 결함이 있는 경우의 결함검사 실

험을 수행하였다. EDM 가공을 하여 튜브 내벽에 인위적으로 폭 1mm와 2mm, 깊

이 0.5mm인 원형 노치를 가공을 한 후 LOTIS 장치로 측정하였다.

그림 3-14. 내벽에 결함을 만든 16mm 튜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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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는 내벽에 인위적인 폭 1mm와 2mm, 깊이 0.5mm인 노치가 있는 튜브

의 검사 결과이다. 

(a) 폭 1mm, 깊이 0.5mm인 노치가 있는 튜브의 11번째 라인 검사결과

(b) 폭 2mm, 깊이 0.5mm인 노치가 있는 튜브의 16번째 라인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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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폭 1mm와 2mm, 깊이 0.5mm인 노치가 있는 튜브의 축방향으로 스캔한 결과

그림 3-15. 내벽에 폭 1mm와 2mm, 깊이 0.5mm인 노치가 있는 튜브의 검사결과

  그림 3-16은 폭 0.5mm와 1mm, 길이 3mm, 깊이 0.5mm 의 2개의 선형 결함을 

EDM으로 만든 튜브에 대한 검사 결과이다. 그림 3-16(b)와 그림 3-16(c)는 결함부에서

의 라인스캔 검사결과이고, 그림 3-16(d)의 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2개의 결함 사이

에 건전한 영역의 측정결과이고 그림 3-16(e)는 push-puller를 이용하여 스캔 검사한 

결과이다.

(a). 폭이 0.5mm와 1mm, 길이 3mm, 깊이 0.5mm인 결함튜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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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폭 0.5mm, 깊이 0.5mm인 선형결함 튜브의 11번째 라인 검사결과

(c) 폭 1mm, 깊이 0.5mm 의 선형 결함 튜브의 26번째 라인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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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선형결함 튜브에서 결함이 없는 부위에서의 측정 결과

(e) 폭 0.5mm와 1mm, 길이 3mm, 깊이 0.5mm인 선형 결함 튜브 검사 결과

그림 3-16. 폭 0.5mm와 1mm, 길이 3mm인 2개의 선형 결함이 있는 튜브 검사 결과



- 35 -

  그림 3-17은 폭 2mm이고 깊이가 1.5 mm인 denting용 드릴끝 부분으로 눌러서 

dent 결함을 만든 튜브의 검사 결과이다.

(a) 직경 2mm와 깊이 1.5mm의 dent 결함부에 대한 라인스캔 검사결과

(b) 폭 2mm, 깊이1.5mm dent 결함 튜브에 대한 스캔 측정결과

그림 3-17. 폭 2mm, 깊이 1.5mm인 dent 결함이 있는 튜브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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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발된 튜브내경 검사장치를 사용한 적용 실험

  개발된 튜브내경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스마트 원자로의 전열관 튜브 검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건전시편, ovality를 준 시편, 그리고 내벽에 dent를 준 

시편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3-18은 건전한 튜브의 사진과 내경측정 결과이다.

(a) 건전한 스마트 전열관의 사진

(b) 건전한 스마트 전열관의 내경 측정 결과

3-18. 건전한 튜브의 사진과 내경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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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는 튜브를 찌그러트려서 ovality를 준 다음에 측정 특성을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3-19 (a)는 튜브의 모습이고, (b)는 1위치에서의 ovality 측정 

결과, (c)는 2위치에서의 ovality 측정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한 튜브의 실제 내

경은 건전 시편의 경우 11.50 mm 이었고, 실제 ovality 측정 결과는 장축이 

11.95mm, 단축이 10.75 mm 로 정확히 타원은 아니고 늘어난 길이보다 줄어든 

길이가 더 큰데, 사진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림 3-20은 튜브 내벽에 EDM 방법으로 인위적인 dent를 가공한 후 개발된 

내경측정 장치로 측정한 실험 사진과 측정 결과이다. 그림 3-20 (a)는 내벽에 

dent  가공한 시편 사진이고, (b)는 dent 가 큰 영역의 측정 결과이다. 실험결과

에서 내경이나 ovality 측정 뿐 아니라 내벽의 결함도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a) 찌그러진 스마트 전열관 튜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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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위치에서의 ovality 측정 결과

(c) 2위치에서의 ovality 측정 결과

그림 3-19. 스마트 튜브의 ovality 측정 특성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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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내벽에 dent 를 가공한 시편 사진

(b) 개발된 내경측정 장치로 튜브내벽의 dent 측정 결과

그림 3-20. 튜브 내벽에 있는 dent 측정 실험 사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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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레이저 삼각측정 방식의 레이저 센서를 스마트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 검

사 시험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레이저 내경 측정 장

치의 기술적 원리와 기존의 상용화 되어 있는 장치를 중심으로 기존 기술을 분

석하였다. 기존의 내경 측정 장치의 가장 큰 응용 분야도 발전소 튜브 건전성 검

사 분야였으며, 이러한 용도로 직관부 뿐 아니라 곡관부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

도 많이 개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품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병행하여, 실제 스마트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튜브 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튜브의 찌그

러짐과 내부 결함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장치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1

차원 PSD 센서를 사용한 것으로, 기존의 제품들과 같은 원리를 가지는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개발된 레이저 내경측정 장치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6mm 튜브 검사용 레

이저 내부 검사 장치를 이용하여 실제 튜브의 찌그러짐과 dent 등의 내부 결함

에 대한 검사 적용성 여부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내부 지름 측정 분해능은 10 um, 공간 분해능은 20~50 um 정도의 

분해능으로 튜브의 ovality와 내부 dent 등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아직 본 

연구에서는 직선 튜브 위주로 실험을 하여, 곡관부에 대한 실험은 수행하지 못하

였으나, 곡관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는 바, 곡관부의 

검사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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