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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가지 초음파 속도 측정법 중 비교적 정확하고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려진 반사파 중첩법(pulse-

echo-overlap method)에 의해 초음파의 전파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

험편에 대한 초음파 속도를 초동발췌법(first arrival picking method)과 비교하였다. 다섯 가지 종류의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코어에 대해 반사파 중첩법과 초동발췌법에 의해 초음파 속도를 측정한 결과, 반사파 중첩법은 초동발췌법보다 최소

4배로 긴 다중반사파 자료가 필요하므로 매질의 감쇠특성에 의해 측정가능한 시험편의 길이에 제약이 있다. 또한 측정되

는 속도는 초동발췌법에 의한 속도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신된 파형을 분석한 결과, 이는 전파거리가 길

어짐에 따른 매질의 감쇠 및 분산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되었다. 상호상관을 이용하여 제1반사파가 제2반사파 및 제

3반사파와 가장 잘 중첩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발췌하도록 프로그램하여 실험자에 의한 측정 편차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반복성과 재현성을 높였다. 또한, 실험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중합수를 늘림으로서 무작위

잡음에 의한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실험 조건이 변하는 경우는 속도변화 모니터링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어: 상호상관, 반사파 중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코어, 초음파속도

Abstract: An automated ultrasonic velocity measurement system adopting pulse-echo-overlap (PEO) method has been

constructed, which is known to be a precise and versatile method. It has been applied to velocity measurements for 5

kinds of engineering plastic cores and compared to first arrival picking (FAP) method. Because it needs multiple reflected

waves and waves travel at least 4 times longer than FAP, PEO has basic restriction on sample length measurable.

Velocities measured by PEO showed slightly lower than that by FAP, which comes from damping and diffusiv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as the wave travels longer distance in PEO. PEO, however, can measure velocities

automatically by cross-correlating the first echo to the second or third echo, so that it can exclude the operator-oriented

errors. Once measurable, PEO shows essentially higher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than FAP. PEO system can

diminish random noises by stacking multiple measurements. If it change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saturation and so forth, the automated PEO system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monitoring the velocity changes with

respect to the parameter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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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실험실내 초음파 속도의 측정은 시간영역 측정과 주파수영

역 측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시간영역 측정은 파동이 매질

을 전파한 길이와 전파한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송/수신기의 배열에 따라 투과파 측정방식(pulse

transmission technique), 종단면 연속 측정방식(seismic pro-

filing technique), 반사파 측정방식(reflection technique)으로 나

눌 수 있다. 또한 주시를 측정하는 방식은 초동발췌법(first

arrival picking; FAP), sing-around method, 그리고 반사파 중

첩법(pulse-echo-overap; PEO)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주파수

영역 측정은 시료의 양단 혹은 한쪽 끝을 자유면으로 하고 충

격파를 송신하여 공진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공진주파수와 시

료의 길이 및 속도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하는데

공진주 시험법(resonant column test; Overt et al., 1946)이 대

표적이다. 

시간영역 측정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시간의 정확

한 측정으로 물리탐사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초동발췌법(FAP)으로 국제암반역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Rock Mechanics; ISRM) 및 미국재료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등에서 추천

하는 방식이다. 초동 발췌에 의한 방법은 Lee et al. (2010;

201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매질의 특성, 수포화 정도 등에

따라 도달하는 파형이 차이를 보이고 그에 따른 초동(first

arrival)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측정되는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초동발췌법 이외에도 재료공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

법으로 sing-around method (e.g. D’Arrigo et al., 1970; Delsing,

1998; Takagi and Teranishi, 1987)가 있는데 이 방법은 송신원

으로부터 반대쪽에 위치한 수신기에 도달한 직접파를 트리거

(trigger) 신호로 하여 다시 송신원에서 송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반복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송신신호의 반복주기

를 측정함으로서 매질내의 전파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반복주기가 바로 매질을 통과한 시간

을 나타내므로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초동 발췌 과정에서

인위적인 오차유발 요인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파의 투과를 이용하는 위의 방법과 더불어, 하나의 트랜스듀

서를 송-수신기로 함께 사용하는 반사파 중첩법(pulse-echo-

overlap (PEO) method or pulse superposition method; Papadakis,

1976; Pathak et al., 1984; Tardajos et al., 1986; McSkmin,

1961)이 있다. 이 방법은 수신되는 반사파들이 가장 잘 중첩되

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Pathak et al., 1984). 1990년대 이후

PEO법에 의한 전파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e.g. Pantea et al., 2005; Horvath-Szabo

et al., 1994), 이들은 모두 주파수발생기(frequency synthesizer)

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실험자가 오

실로스코프에서 오프셋 시간을 조절하여 파형을 중첩시킴으로

써 완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실험자의 주관적

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남아있다. 

이 논문에서는 반사파 신호를 A/D 변환기를 이용하여 디지

털로 변환하고, 초음파의 제1 반사파가 제2 반사파와 가장 잘

중첩(overlap)되기 위한 주행시간(travel time)을 상호상관

(cross-correlation)에 의해 자동으로 발췌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ngineering plastic) 코어의 P-파 및 S-파 속도를 산출하여 이

를 초동발췌법(Lee et al., 2010)에 의한 초음파 속도와 비교하

였다. 이를 통하여 초동발췌법과 반사파 중첩법이 갖는 기본적

인 특성 및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시험편과 실험 장치

시험편

실험에 사용한 시험편은 직경이 60 mm인 5종(PMMA,

MC907, POM-C, PC, PVDF)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코어로

서, 각각에 대해 길이를 10 mm에서 50 mm까지 5 mm 간격

으로 총 9가지로 다르게 성형한 원주형 코어이다. 시험편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코어를 사용한 이유는 균질(homogene-

Table 1. Properties of plastic samples used in this study.

sample1)
Provided by manufacturer (www.polypenco.co.kr; Aug. 27, 2013) Measured in this study

density
(g/cm3)

CLTE2)

(µm/mK)
Comp. stress at 1%, 2%, 5% 

nominal strain) (MPa)
tensile stress at yield 

(MPa)
Comp.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PMMA 1.19 603) - 77 99 2.98 0.37

MC907® 1.15 90 26, 51, 92 85 89 3.52 0.38

POM-C 1.41 125 19, 35, 67 68 92 2.61 0.39

PC 1.20 56 - 72 77 2.15 0.40

PVDF 1.79 130 17, 32, 62 50 71 2.12 0.39

1)PMMA: Polymethyl Methacrylate; PC: Polycarbonate; MC: Monomer-Cast; POM: Polyoxymethylene; PVDF: Poly-Vinylidene-Fluoride
2)CLTE (Coefficient of Linear Thermal Expansion); average value between 23oC and 100oC
3)Data from other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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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하고 등방성(isotropic)이어서 결과 해석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험편의 길이는 버니어캘리퍼스로 소수

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5회 측정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에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코어의 종

류와 각각에 대해 제조사(www.polypenco.co.kr)에서 제공하는

물성값과 역학실험을 통해 실측한 역학물성을 함께 나타내

었다.

실험 장치 및 방법

반사파 중첩법에 의한 초음파속도 측정을 위하여 Fig. 1과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이 장치는 900 volts 까지의 고

전압 송신부(impulse type excitation pulser)와 고이득, 저잡음

의 광대역(10 MHz) 수신부(receiver)로 구성되어 있는

OLYMPUS, Panametrics-NDT의 Ultrasonic Pulser/Receiver

Model 5058PR과 P-파(ACCUSCAN, A101S 0.5 MHz) 및 S-

파(VIDEOSCAN, A151 0.5 MHz) 트랜스듀서, 그리고 시험편

에 일정한 하중을 유지할 수 있는 코어 홀더(Lee and Lee,

2011)와 DAS(Data Acquisition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DAS는 12bit 해상도로 2개 채널의 아날로그 입력과 200 MHz

샘플링이 가능한 National Instruments사의 A/D변환기(PCI-

5124)를 사용하였으며 LabView 프로그램으로 구동된다.

P-파 트랜스듀서는 0.6 MHz (Fig. 2(a)), S-파 트랜스듀서는

0.58 MHz (Fig. 2(b))의 첨단주파수(peak frequency)를 갖는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였으며, 시험편과 코어홀더 간의 밀착을

돕기 위하여 결합재(couplant)로서 P-파의 경우 grease를, S-파

의 경우 shear gel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트랜스듀서와 시험편

의 밀착정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하중을 일정

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Lee and Lee (2011)의

연구결과에 따라 모든 실험에서 축하중을 20 kg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반사파를 측정하므로 하나의 트랜스듀서

가 송·수신을 겸하게 되며 수신되는 신호는 다중반사파를 포

함하게 되고, 트리거 신호에 맞춰 DAS에 기록된다. 기록된 다

중 반사파를 상호상관을 이용하여 중첩함으로써 왕복주시를

측정하게 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ultrasonic velocity measurement

system by pulse-echo-overlap method.

Fig. 2. Waveform and frequency spectrum for (a) P- and (b) S-wave transducer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Olympu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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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관(cross-correlation)을 이용한 반사파 중첩

Fig. 3은 길이가 20 mm인 MC907 시험편을 전파하는 초음

파 반사파의 왕복주시를 반사파 중첩법에 의해 발췌하는 방법

을 보인 예이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자료획득이 시작되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미리 설정해 둔 시간간격으로 송·수신

을 반복한다. 트리거 시점(t = 0)으로부터 100 μsec(최대 190

μsec)까지 보인 수신된 파열(wavetrain) 중에서 트랜스듀서 제

작사에 의하여 알려진 전형적인 첫 번째 반사파형(first echo)

의 구간을 빨강색과 파랑색의 두 수직선을 마우스로 끌어서

(drag) 이동창(moving window: Wm)으로 선택한다. 프로그램

은 선택된 이동창을 파랑색 수직선을 기점으로 하여 시간 축

을 따라서 Δt씩 이동하면서 상호상관을 계산한 후에 가장 큰

상호상관 값을 나타내는 이동 시간(Echo 1)과 그 때의 상호상

관을 두 개의 초록색 수직선 구간과 함께 표시한다. 또한, 두

번째 초록색선을 기점으로 하여 시간 축을 따라서 계속하여

상호상관을 계산하면서 이동하고 두 번째로 큰 상호상관 값을

나타내는 이동 시간(Echo 2)과 그 때의 상호상관을 두 개의 검

정색 구간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초록색 수직선

구간은 첫 번째 반사파형과 두 번째 반사파형이 잘 중첩

(overlap)되어 상호상관이 가장 크게 계산되었을 때이며 두 개

의 검정색 구간은 첫 번째 반사파형과 세 번째 반사파형이 잘

중첩되어 상호상관이 두 번째로 크게 계산된 구간을 실시간으

로 나타낸다(Fig. 3(a)). 이 때, “Show Echo Graph”를 클릭하

여 첫 번째 반사파형과 두 번째 반사파형이 중첩되는 순간의

이미지(Fig. 3(b))를 확인하여 중첩 정도가 만족스러우면 무작

위 잡음(random noise)을 줄이기 위하여 중합수(stacking

number)를 입력하고 “자료기록(Data Save)”과 “시작(Start)”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신호대 잡음비가 향상된 최종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제1 반사파에 대하여 제2 및 제3

반사파의 위상이 180도 변할 수 있으므로 이동 윈도우의 부호

를 바꿀 수 있는 부호변환 버튼도 각각 마련하였다. 길이가 20

mm인 MC907 시험편을 사용한 그림의 예에서는 Echo 1과

Echo 2가 각각 15.095 µsec와 15.145 µsec로 산출되어 Echo

2가 Echo 1 보다 0.3% 길게 나타나며 왕복주시 Echo 1으로

계산된 P-파 속도는 약 2,663 m/sec가 된다. 이 시스템은 제1

반사파와 제2반사파의 중첩을 이용하므로 투과파의 초동을 발

췌하는 초동발췌법에 비해 최소 4배의 전파거리가 필요하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편의 길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험 결과 및 토의

시스템 안정성과 실험 반복성

우선, 위에서 설명한 실험방법에 의해 초음파 속도 측정의

반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길이가 각기 다른 9개의 MC907 시

험편을 이용하여 각각에 대해 초음파 중첩법을 이용하여 3회

씩 자동 발췌하여 S-파와 P-파의 왕복주시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정리하였다. 이때 중합수는 200으로

하였고, 괄호 안에 표시한 시험편의 길이는 버니어캘리퍼스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5회 측정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

였다.

S-파는 10 mm 시험편을 코어 홀더에 장착한 채로 세 번의

측정을 수행한 후, 길이가 다른 시험편을 순차적으로 측정하였

고, P-파는 10 mm 시험편부터 50 mm 시험편까지 순차적으

로 코어 홀더에 장착해서 첫 번째 측정을 완료한 다음에 동일

한 순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측정을 수행한 경우이다. 따라

서 S-파의 경우는 3회 반복 측정시 시험편과 트랜스듀서 간의

결합상태(coupling)가 변하지 않으므로 단지 왕복주시 발췌 시

스템만의 반복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P-파의 경우는

매 측정마다 시험편과 트랜스듀서 사이의 결합상태가 달라졌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험의 총체적인 반복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를 보면 S-파 왕복주시의 평균값에 대한 절대편차 평

균의 백분율, 즉 상대평균편차가 모두 0.03% 이하로 매우 양

호한 반복성을 보여 hardware와 software 양면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의 P-파의 경우는 왕복주

시의 상대평균편차가 15 mm 길이 때의 1.1%를 제외하면 모

두 0.1 ~ 0.2%의 범위에 있어 매우 양호한 반복성을 보인다.

뿐 만 아니라 이 편차도 3번째 측정(3rd)에서만 비교적 큰 차

이를 보인 결과로, 이는 시료의 편평도에서 유발된 시험편과

트랜스듀서 간의 결합상태의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P-파 및

S-파 자료를 통하여, 상호상관을 이용한 반사파 중첩 방법에

Fig. 3. Automated travel time picking by pulse-echo-overlap

method; (a) time series with multiple echoes and moving window

(Wm) setting (b) overlapped first (blue) and second (red) echoes

for the sample MC907 of length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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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왕복주시 발췌 방법의 전체적인 반복성이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초음파 속도와 시스템 지연 

Table 1의 5가지 종류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하여 9개

의 서로 다른 길이(10, 15, 20, 25, 30, 35, 40, 45, 50 mm)로

총 45개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

들 시험편을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 구축한 반사파 중첩법에

의한 왕복주시와 초음파 속도 자동·연속 측정장치(Lee and

Lee, 2011)로 발췌된 초동주시를 비교함으로써 두 방법에 의해

측정되는 초음파 속도와 시스템 지연에 대해 고찰하였다.

Fig. 4는 PMMA 시험편의 길이에 따른 P-파의 주시도(travel

time curve)를 나타낸 것으로 반사파 중첩법(PEO)에 의한 주

시는 왕복주시를, 초동발췌법(FAP)에 의한 주시는 편도 전파

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시험편과 코어홀더 간의 밀착을 돕기

위하여 전용 결합재인 그리스를 사용하였으며 코어 홀더로 20

kg의 축 하중을 유지하면서 6초 간격으로 11개의 자료를 획득

하고 평균하였다. 주시도 위의 9개 점을 직선으로 접합하고 그

기울기의 역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P-파 속도를 산출하고 y-절

편에 해당되는 시스템 지연(system delay)을 함께 그림에 도시

하였다.

그림에서 9개의 주시자료를 직선으로 접합한 결과를 보면

두 가지 방법에서 결정계수(R-square)가 모두 99.99% 이상으

로 매우 높은 접합도를 보이며 이로부터 두 방법에 의한 속도

측정이 매우 정밀함을 알 수 있다. 두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계

산된 P-파 속도는 반사파 중첩법에서 2,714 m/sec, 초동발췌법

에서 2,699 m/sec로 나타나 0.6%의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

다. 시스템지연의 경우 각각 121 µsec, 409 µsec를 보여 초동

발췌법이 더 크다. 

Fig. 5는 다른 4가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험편에 대하여

9가지 길이 변화에 따른 전파시간을 직선접합에 의한 P-파 속

Table 2. Two-way travel time of S-wave for the sample MC907. 

 length (mm)
Measurement

101)

(10.08)
15

(15.08)
20

(20.1)
25

(25.09)
30

(30.1)
35

(35.13)
40

(40.12)
45

(45.14)
50

(50.13)

1st (µsec) 18.245 27.160 35.975 44.740 53.755 62.530 71.330 80.260 89.130

2nd (µsec) 18.235 27.150 35.960 44.735 53.745 62.525 71.330 80.260 89.125

3rd (µsec) 18.230 27.140 35.950 44.730 53.740 62.520 71.330 80.255 89.120

ave (µsec) 18.237 27.150 35.962 44.735 53.747 62.525 71.330 80.260 89.125

ave. dev. 0.006 0.007 0.009 0.003 0.006 0.003 0 0.003 0.003

(ave. dev.)/ave × 100(%)2) 0.03 0.02 0.02 0.01 0.01 0.01 0 0.00 0.00

1)indicates nominal length and the number in a parenthesis is measured actual length of the samples.
2)“ave.” and “ave. dev.” is abbreviation of “average” and “average deviation”, respectively.

Table 3. Two-way travel time of P-wave for the sample MC907.

 length (mm)
Measurement

101)

(10.08)
15

(15.08)
20

(20.1)
25

(25.09)
30

(30.1)
35

(35.13)
40

(40.12)
45

(45.14)
50

(50.13)

1st (µsec) 7.595 11.300 15.065 18.795 22.550 26.300 30.070 33.845 37.065

2nd (µsec) 7.630 11.355 15.115 18.870 22.630 26.435 30.180 33.990 37.745

3rd (µsec) 7.620 11.610 15.050 18.825 22.545 26.340 30.095 33.875 37.630

ave (µsec) 7.615 11.422 15.077 18.830 22.575 26.358 30.115 33.903 37.660

ave. dev. 0.013 0.126 0.0260 0.027 0.037 0.051 0.043 0.058 0.057

(ave. dev.)/ave × 100(%) 0.18 1.10 0.17 0.14 0.16 0.19 0.14 0.17 0.15

1)indicates nominal length and the number in a parenthesis is measured actual length of the samples.

Fig. 4. Length of the specimen versus travel time measured by

pulse-echo-overlap (PEO) and first arrival picking (FAP) methods

for the sample PMMA listed on Table 1. Solid lines represent result

of least squares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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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스템지연, 그리고 결정계수를 함께 보인 것이다. 4가지

시험편에 대해서도 모두 결정계수가 99.99% 이상으로 매우

정밀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PVDF 시험편의 경

우, 속도가 다른 시료에 비해 느리고 감쇠가 상대적으로 커서

길이가 45 mm 이상인 경우는 제2 반사파의 파형이 일그러져

반사파 중첩법에 의한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여 직선접합 시에

는 이를 배제하였다. 

Fig. 4와 Fig. 5에 보인 5가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험편

에 대해 초동발췌법과 반사파 중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

정한 P-파 속도를 Table 4에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반사파 중

첩 방법으로 얻은 P-파 속도는 초동발췌법에 의한 속도의 95.7

~ 100.6% 범위에 분포하여 대체로 초동주시 발췌에 의한 속

도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사파 중첩법에서의 시스템 지

연 역시 초동주시 발췌법에서의 평균 348 µsec 보다 훨씬 짧

은 77 µsec를 보인다. 반사파 중첩법에 의한 시스템 지연은 제

Fig. 5. Length of the specimen versus travel time measured by pulse-echo-overlap (PEO) and first arrival picking (FAP) methods for the

samples (a) MC907, (b) POM-C, (c) PC, and (d) PVDF. Solid lines represent result of least squares linear regression. 

Table 4. Summary of P-wave velocities and system delays by PEO

and FAP methods.

sample

P-wave velocity (m/sec) system delay (µsec)

PEO FAP
PEO/FAP × 

100 (%)
PEO FAP

PMMA 2714 2699 100.6 121 409

MC907 2668 2671 99.9 48 324

POM-C 2272 2306 98.5 -20 338

PC 2178 2194 99.3 104 324

PVDF 1937 2023 95.7 131 343

ave. - - - 77 348

ave. dev. - - -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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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사파까지의 주시에서 제1 반사파까지의 주시를 빼면서 양

쪽에 포함되어 있던 동일한 시스템 지연이 상쇄될 것이므로

이론상 0 µsec 이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직선 접합을 수

행하면서 발생한 길이, 주시 양면의 누적 오차가 시스템 지연

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지연이 0에 가까운

반사파 중첩법에서는 단일 시험편의 길이의 두 배를 발췌 주

시로 직접 나누어 속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지연을 제

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같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험편들에 대하여 반사파 중첩

법과 초동발췌법으로 얻은 길이 변화에 따른 주시를 직선 접

합하고 기울기의 역수로 얻은 S-파 속도를 Table 5에 정리하

였다. 모든 길이(10 ~ 50 mm)의 시험편에서 측정이 가능했었

던 P-파와 달리, S-파는 시험편의 종류에 따라서 반사파 중첩

법으로는 2 ~ 9종의 길이에서, 초동발췌법으로는 7 ~ 9종의

길이의 시험편에서만 일관성 있는 주시를 발췌할 수 있었고,

초동발췌법에서 보다 최소 4배의 파의 통과 길이가 필요한 반

사파 중첩법에서 더 적은 수의 시험편에서만 주시 획득이 가

능하였다. S파의 경우 PVDF, PC와 POM-C 시험편에서는 20

mm 이하의 2 ~ 3개 시험편에서만 왕복주시 발췌가 가능하였

으며 따라서 2 ~ 3개의 점에 대한 직선 접합으로 얻은 시스템

지연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어 반사파 중첩법과 초동발췌법에 의한 시스템 지연은 서

로 비교하지 않았다. 반사파 중첩법으로 얻은 S-파 속도는 초

동주시 발췌에 의한 속도의 95.2 ~ 102.4% 범위에 있다. 

파형 분석

초음파 속도 산출에서 부딪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회절

(diffraction)과 결합(coupling)의 영향(McSkimin, 1961)이다.

특히 초동주시 발췌법으로 S-파 속도를 산출할 때는 초동의

위치가 모호하게 되어 일관되게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겪는다. Fig. 6의 (a), (b)는 P-, S-파의 초동주시를 비교적 용

이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파형의 예를 보인 것으로서

길이(l)가 20 mm인 PMMA 시험편의 P-파 및 S-파 초동주시

발췌 순간의 이미지이다. P-파에서는 DC Offset 선(초록색 선

)을 벗어나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초동주시로 선

정하였는데 l = 10 ~ 50 mm 인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파형

을 보여서 일관된 위치를 선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S-파의 경우는 DC offset 선을 따라가다가 상승하여 극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는데,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극대값을 선택하는

것보다 극대값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DC offset선과 교차하는

Table 5. Summary of S-wave velocities and P/S ratio by PEO and FAP methods.

Sample

PEO FAP

PEO/FAP (%)Length measured
(mm)

Vs
(m/sec)

Vp/Vs
Length measured

(mm)
Vs

(m/sec)
Vp/Vs

PMMA 10 ~ 30 1345 2.02 10 ~ 20, 30 ~ 50 1314 2.05 102.4

MC901 10 ~ 50 1131 2.36 10 ~ 50 1107 2.41 102.2

POM-C 10 ~ 20 932 2.44 10 ~ 20, 30 ~ 45 965 2.39 96.6

PC 10 ~ 15 866 2.52 10 ~ 50 899 2.44 96.3

PVDF 10 ~ 15 759 2.55 10 ~ 50 797 2.54 95.2

Fig. 6. Waveform of (a) P- and (b) S-wave at the moment of first

arrival picking for the sample PMMA of length 20 mm.

Fig. 7. Waveform of S-wave at the moment of first arrival picking

for the sample (a) PMMA and (b) POM-C of length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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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over point를 선택하는 것이 일관된 위치를 선정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Fig. 7의 (a)는 길이가 25 mm인 PMMA 시험편의 S-

파 속도를 초동주시 발췌법으로 산출할 때의 파형을 보인 것

이다. 파형의 특징은 초동 주변에서 DC offset선 보다 큰 극대

점을 나타낸 후 감소하여 DC offset 선을 교차한 후에도 급격

하게 감소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완만한 변화를 유지한

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는 l = 25 mm 인 POM-C 시험편(b)

에서와 같이 cross-over 점을 지나고도 오랫동안(약 3 µsec) 일

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다시 감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경

우에는 극대점을 지난 후에 DC offset선과 교차하는 cross-

over를 S-파의 초동주시로 선택하는 것과 음의 일정한 값을 유

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초동으로 선택하는 경우

는 매우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반사파 중첩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l = 25 mm인 동일

한 PMMA 시험편에 대해 S-파 파열은 Fig. 8의 (a)와 같고 제

1반사파와 제2반사파를 상호상관에 의해 충첩한 파형을 Fig.

8(b)에 보였는데, 두 파형의 극점의 위치가 비교적 잘 중첩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사파 중첩법의 경우 제1 및

제2 반사파의 파형이 인지되는 한 상호상관에 의하여 자동으

로 산출되는 왕복주시에 큰 편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질의 물리적, 기하학적 특성에 의한 진폭 혹은 에너지의

감소 현상을 감쇠(attenuation)라 하며 특히 매질 속을 통과하

며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현상을 흡수(absorption)라고 하는

데 탄성파의 경우에 흡수는 파장 당 0.25 ~ 0.5 dB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은 저주파 성분에 비해 매질에 빨리

흡수되고 파의 전파거리가 길어지면 저주파 성분이 우세해진다.

Fig. 9는 초동발췌로 얻은 P-파 속도(Vp_fap)에 대한 반사파

중첩법으로 얻은 P-파 속도(Vp_peo)의 비, Vp_peo/Vp_fap 가 0.957

로 가장 작은 PVDF 시험편에 대해 제1 반사파와 제2 반사파

가 중첩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Vp_peo/Vp_fap

가 1에 가장 가까운 MC907 시험편의 중첩 이미지(Fig. 3(b))

와 비교하면, MC907 시험편은 극대점을 지난 후 첫 번째 극

소점의 위치가 제1 반사파와 제2 반사파에서 거의 유사한 반

면 PVDF 시험편에서는 제1 반사파보다 Δt 만큼 지연되어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이때 두 시험편의 길이는 20 mm로 동일

하다. 이것은 PVDF 시험편에서 고주파 성분의 감쇠가 더 커

서 제2 반사파에서는 저주파 성분이 우세하게 되고 이것 때문

에 상호상관으로 계산된 왕복주시가 더 길게 평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 론

시험편을 왕복 주행한 제1 반사파를 이동 윈도우로 하여 파

열(wavetrain)의 전 구간과 상호상관을 실시간으로 계산함으로

써 제1 반사파와 제2 및 제3 반사파가 중첩되었을 때의 왕복

주시를 자동으로 발췌할 수 있는 초음파속도 측정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왕복주시를 완전 자동으로 발췌할 수

있어서 실험자에 의한 측정 편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

으며 시험편의 조건(온도, 포화도 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합수를 늘려서 신호대 잡음비를 높인 왕복주시를 발췌할 수

있고 시험편의 조건이 변하는 경우에는 중합 없이 일정한 시

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사파 중

첩법은 트랜스듀서가 접하는 반대편 면에 접근할 수 없는 상

황에서도 초음파 왕복주시를 발췌할 수 있어서 별도의 장점을

갖기도 하지만 파동의 전파길이가 초동발췌법보다 최소 4배로

긴 다중 반사파 자료가 필요하므로 매질의 감쇠특성에 의해

측정 가능한 시험편의 길이에 제약이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5종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코어의

P-파 및 S-파 속도를 산출하고 초동발췌법으로 산출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반사파 중첩법으로 얻은 P-파 속도는 초동주시 발

췌법에 의한 속도의 95.7 ~ 100.6% 범위에 분포하여 대체로

초동주시 발췌에 의한 속도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S-파에

대하여는 초동발췌법에서 보다 더 적은 수의 짧은 시험편에서

만 주시 획득이 가능하였다. 반사파 중첩법으로 얻은 S-파 속

Fig. 8. Wave train (a) and waveform overlap (b) of S-wave

measurement for the sample PMMA with 25 mm long.

Fig. 9. Waveform overla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reflected

waves for the sample PVDF of length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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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초동주시 발췌에 의한 속도의 95.2 ~ 102.4% 범위에 있

었다. 초음파속도가 초동발췌법에서 보다 느리게 산출되는 경

우는 고주파 성분의 감쇠가 커서 파열의 후반부로 갈수록 저

주파 성분이 우세하게 되고 이 것 때문에 상호상관으로 계산

된 왕복주시가 더 길게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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