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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자기변형 패치 트랜스듀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조

절하여 간단히 원하는 모드의 파동을 선택할 수 있

고, 비자성체에서도 큰 크기의 전단 변형을 발생시

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구조물에서의 초음파 발

생 및 측정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1, 2). 하지만 이

는 주로 전단파, 비틀림파 등과 같은 유도초음파

(guided wave)의 발생 및 측정에 그 적용이 집중되

어 왔다. 최근 체적 전단파(bulk shear wave)의 발

생 및 측정이 가능한 자기변형 패치 트랜스듀서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파동이 두 개의 주

엽을 가지고 비스듬히 입사하기 때문에 수직 입사

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도파관(tapered waveguide)을 활용하여 체적 전단

파가 시편에 수직 입사(normal incidence)할 수 있

는 자기변형 패치 트랜스듀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트랜스듀서의 형상과 주파수가 방사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원하는 방사 패턴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제시하고자 한다.  

2. 모드 조절 가능 도파관 전단 트랜스듀서 

2.1 트랜스듀서의 구성 및 특성 

 

제안된 도파관 전단 트랜스듀서***는 Fig. 1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얇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변하면서 

두꺼운 부분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 트랜스듀서

의 가진부인 도파관의 얇은 부분에서는 영구자석에 

의한 정자기장과 미엔더 코일에 의한 동자기장이 

수직하게 형성되는데, 이는 니켈 패치에 전단 변형

을 발생시켜 도파관에 전단 수평파(shear-horizontal 

wave)를 전파하게 된다.  

이 때, 가진부의 두께는 가진 주파수가 전단 수평

파의 2차 모드의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보

다 낮아지는 두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도파관

에 전단 수평파의 1차 모드만 발생시키기 위해서이

다. 만약 1차 모드 이외의 고차 모드들이 섞여있을 

경우, 고차 모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Fig. 2(a)와 

같이 전단 체적파가 시편으로 수직 입사하지 못하

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도파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잇는 연결부

의 두께가 급격히 변하면 1차 모드에서 고차 모드

로의 모드 전환이 발생하고 임피던스 차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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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원하는 

방사패턴에 맞추어서 최종 두께 및 주파수를 무차

원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차원수가 클

수록 더 좁은 방사패턴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도

파관의 최종 두께가 얇으면 점원에 가깝게 되어 에

너지가 전방위로 분산되는 반면, 두께가 두꺼울 경

우, 같은 위상을 지니는 선원이 되어 보강 간섭에 

의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Fig. 2 Simulated radiation patterns of (a) distorted bulk 
shear wave due to higher modes and (b) normal 
incidence bulk shear wave generated by the developed 
waveguide transducer. 

 
반사 역시 커지기 때문에 시편에 수직 입사하는 체

적 전단파의 발생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단 수평

파의 반사를 최소로 하고, 고차 모드로의 모드 전환

을 줄이기 위하여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형상

을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방법에 의하여 도파관 내에는 

전단 수평파의 고차 모드가 존재하는 두께에서도 1

차 모드만이 전파하게 되고, 이 1 차 모드 형상은   

두께 내부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Fig. 2(b)와 같이 

시편에 수직 입사하는 체적 전단파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2.2 제안된 트랜스듀서의 방사 패턴 

 
제안된 트랜스듀서의 형상과 주파수가 방사 패턴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 kHz 와 500 

kHz 에서 각각 세 경우의 최종 두께(d)에 대하여 

Fig. 1 에 나타낸 것과 같은 구성으로 실험을 수행

하였다. 고정된 트랜스미터에 대하여 리시버의 각도

(θ)를 5°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총 17 지점에서 측

정한 후, 최대 피크 값들을 이용하여 방사 패턴(점)

을 구하였고, 이를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3.5(4)를 이용한 해석 결과(실선)와 비교하

였다. 트랜스듀서의 최종 두께를 전단 수평파의 파

장(λ)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고, 이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Fig. 3 의 결과로부터 동일한 무차원수

(d/λ)를 가지면 주파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사 패턴  

 

 
Fig. 3 Radiation patterns of the developed waveguide 
transducer.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으로 두께가 변하는 도파관

을 활용하여 전단 수평파의 고차 모드가 존재하는 

두께에서도 1차 모드만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체

적 전단파를 수직 입사시킬 수 있는 트랜스듀서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주파수와   

트랜스듀서의 형상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방사패턴

에 따라 에너지를 집중 또는 분산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2011년도 2단계 두뇌한국21사업, 교육

과학기술부 첨단비파괴 검사기술 사업과 WCU (과

제번호: R31-2010-000-10083-0)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1) J. S. Lee, H. W. Kim, Y. Y. Kim, B. C. Jeon 

and S. H. Cho, 2010, “Damage detection in 

a plate by using beam-focused shear-

horizontal wave magnetostrictive patch 

transducers”, AIAA Journal, Vol. 48, No. 3, 

pp.  654-663 

(2) J. S. Lee, S. H. Cho and Y. Y. Kim, 2007, 

“Radiation Pattern of Lamb waves 

generated by circular magnetostrictive 

patch transducer”, J. Appl. Phys. Lett, 90, 

054102 

(3) 박재하, 조승현, 안봉영, 권휴상, 2010, “철-

코발트 합금 패치로 구성된 자기변형 트랜스

듀서를 이용한 체적전단파 발생 및 측정”,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 34권, 제8호, 

pp. 1075~1081 

(4) COMSOL Multiphysics 3.5a, COMSOLAB 

   
 

● 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