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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산업의 발달 및 생활전력 증가로 인해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어 전력설비의 신뢰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용량, 장거

리 에너지 송전에 사용되는 선로는 주로 345 kV, 154 

kV있으며, 송전 선로의 구성으로는 철탑, 전선, 애자 

등이 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 고장 분석 

및 대책 자료에서는 전선의 고장에 이어 애자의 고장 

사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

애자는 송전탑의 전력선을 전기적으로 절연 및 기계

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절연 지지체이다. 

또한 가공송전선과 전주와의 절연간격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송전선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애자는 사용 환경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를 인가받는다3).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열화 현상 때문에 애자장

치의 문제로 발생하는 정전 사고 등은 막대한 피해를 

주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인적피해, 물적 피

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점검하여 교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약 980만개의 송전용 애자가 설치되

어 있으며, 국산 애자의 경우 470만개로서 48%의 비율

이 설치되어 있고, 수입 애자는 510만개로서 52%를 차

지하고 있다. 소재별 사용현황은 자기 애자가 98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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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74만개로서 9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

상의 장기사용 자기 애자의 비율은 전체의 50%를 상

회하며, 국내 송전선로에서의 자기애자 고장이 송전선

로 전체 고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4).그러나 국내 

환경을 고려한 기술적, 정량적 근거 부족으로 교체 여

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자기

애자의 상태평가를 위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이 필

요하며 해당 분석을 적용하여 교체여부를 판단할 필요

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전력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선법, 초음파법, 동적거동 등의 비

파괴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 애자의 건전성 평가 및 잔

존수명을 예측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5-8). 

방사선법의 일종인 X-선 이미징 방법을 통하여 애자 내

부의 결함이나 기공의 크기 및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9). 

하지만 X-선 이미징 방법은 시험방법이 어렵고, 고가이

며, 방사능 피폭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초음파 법의 경우에는 측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초음파

법을 활용하여 폴리머애자의 자기부분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진행한 연구결과가 있다10). 또한, 접착매질의 

유무, 수중 물체 탐상 등 2개 이상의 매질에 대한 건전

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11-17).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초음파법을 활용해 자기애자 캡

의 금구-시멘트 계면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

과의 비교/검증 및 다양한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경년 자기애자의 건전

성 평가의 정확도 개선 및 결함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초음파 신호

2.1 초음파 속도

초음파의 속도는 측정 매질의 탄성계수 및 밀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18)

 




 (1)

C : 음속, ρ : 밀도 K : 탄성계수

2.2 음향임피던스

음향임피던스는 매질에 의해 음파의 진행이 방해되

는 특성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매질에서는 각 매질의 

탄성계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 속도가 변하며,

Z : 음향 임피던스, ρ : 매질의 밀도, V : 초음파의 속도 

Fig. 1. Acoustic impedance theory.

이는 음향임피던스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특정 매질의 

음향임피던스는 Fig. 1에서 매질의 밀도와 음속의 곱으

로 표현된다18).

일반적으로 초음파가 매질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두 

매질의 음향임피던스에 차이에 따라서 계면에서 반사

하는 비율과 통과하는 비율이 결정되며, 반사계수, 반

사에너지, 음압통과율은 다음과 같이 식 (2), (3), (4)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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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Pi는 발생된 초음파가 매질 1에서 수직으로 

입사되어 전파되는 음압의 크기이며, Pr은 매질 1과 매

질 2의 계면에서 반사되는 음압이고, 은 초음파가 수

직으로 입사하여 매질 1에서 전파되는 음압 Pi와 매질 

2의 계면에서 반사되는 음압 Pr에 대한 반사계수이다. 

반사계수는 입사음압과 반사음압을 측정하는 것 외에, 

각 매질의 음향임피던스 Z1, Z2를 통해서도 산출할 수 

있다.

Z1보다 Z2가 큰 경우에 은 양의 값을 가지며, 이때

에 초음파는 매질1에서 매질 2로 전파가 용이하고 반

사파의 위상(Phase)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단의 파

동 반사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Z1보다 Z2가 작은 경우

에는 음압의 은 음의 값을 갖게 되며, 초음파는 매질1

에서 매질 2로 전파가 어려워 계면에서 초음파의 대부

분이 반사되며 고정단에서의 파동 반사와 같이 위상이 

반전된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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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음파 감쇠계수

초음파 펄스-에코 법에서 상대적인 에너지의 감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식 (5)를 사용하며, 이는 Input에

너지를 분모로 하고 후속되는 반사파를 분자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초기 에너지 대비 감소하는 반사

파의 Amplitude의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식 (6), (7)은 감쇠계수(Attenuation Coefficient)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식 (6)은 감쇠계수를 반사파의 에너지를 

초음파의 왕복이동거리(2D)에 대한 감소를 나타내며, 

식 (7)은 식 (6)과 동일하나 값을 dB(데시벨) 단위로 표

현하여 정량적인 수치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

이 있다.






  (5)

 




 (6)

 

log



(7)

3. 시험편 및 측정방법

3.1 시험편

초음파법 의한 계면에서의 공극, 균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은 형상 및 치수로 모형 시험편을 

   

(a) Steel-Cement – Type A-1, Steel-Air – Type A-2

(b) Cast iron-Cement – Type B-1, Cast iron-Air – Type B-2

Fig. 2. Similar model specimen & porcelain insulator specimen.

제작하였다. NGK 사에서 사용한 재료의 정확한 물성

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캡(금구)의 재질과 시멘트 페

이스트의 정확한 비율을 알 수 가 없다. 따라서 시멘트

는 국내 애자 제작 업체에서 사용하는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steel 1095를 두께 6T로 하여 Fig. 2의 

(a)와 같이 초속경시멘트로 채운 부분과 공극을 묘사하

여 모형시편을 제작하였다. 자기애자 시험편은 인공결

함 시편을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water jet으로 절삭

하여, 우측 금구-시멘트 부분에 대하여 인위적인 공극

을 발생시켜 Fig. 2의 (b)와 같이 제작하였다.

3.2 측정방법

Fig. 3는 초음파 신호를 얻기 위한 실험의 구성을 나

타내었다. 실험장비 구성으로 Pulser/Receiver는 Olympus 

5072PR, 탐촉자는 직경 7.7 mm, 주파수 10MHz의 수

직 탐촉자를 사용하였다. DAQ는 National instrument의 

PXI – 5154를 사용하였으며, NI Signal express를 사용

하여 화면에서 신호를 확인하고 디지털 신호로 저장

하였다.

Fig. 3. Configuration of experiment equipment.

5072PR은 input energy를 negative spike 파형으로하여 

547 mV의 에너지로 발생시키고, Voltage range ±547 

mV로 이상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포화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탐촉자와 시험편의 신호가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커플런트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음

파가 이동하는 동안의 전기적 잡음이나, 탐촉자를 누르

는 압력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점에 

300번의 파형에 대해 시간평균법을(Time Average)를 적

용하고, 10회 이상의 실험을 실시한 후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공극 유무에 따른 음압 차

는 초음파 탐상에서 초기 Input 에코 이후 발생되는 제1

회 반사에코와 제2회 반사에코, 제2회 반사에코와 제3

회 반사에코의 비로 계산하였다.



자기애자 캡의 금구-시멘트 계면 건전성 평가를 위한 초음파법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6호, 2018년 61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초음파 신호 분석

4.1.1 모형 시편 Time domain 분석

모형 시편 실험결과는 Table 1 및 Fig. 4와 같으며, steel- 

cement의 경우 반사파 사이의 시간(dt)은 1.0275 us, 

1.0265 us, 1.0775 us, steel-air 1.0285 us, 1.0255 us, 1.0790 

us로 분석되었다. steel 1095의 경우 이론적인 초음파 속

도는 5,900m/s지만 실험을 통해 초음파 속도를 계산한 

결과 steel-cement 5,839 m/s, 5,845 m/s, 5,568 m/s, steel-air 

5,833 m/s, 5,850 m/s, 5,560 m/s로 나타났다. 2nd-3rd, 

3rd-4th에서 초음파 속도가 이론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coupling 두께의 차이에 의해 약 0.9%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4th-5th의 경우 10%의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5th peak까지 반사가 되면 이론과 달

리 에너지의 감쇠가 커 반사파의 주된 peak가 사라져 데

이터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

석의 신뢰성이 있는 반사에코는 2nd, 3rd, 4th로 판단된다.

Fig. 4. Similar model specimen time domain.

Table 1. Similar model specimen analysis

Peak
Non void Void

dt(μs) Vp(m/s) dt(μs) Vp(m/s)

2nd-3rd 1.0275 5,839 1.0285 5,833

3rd-4th 1.0265 5,845 1.0255 5,850

4th-5th 1.0775 5,568 1.0790 5,560

4.1.2 자기애자 Time domain 분석

자기애자의 경우 모형시편의 실험 세팅과 같이 실험

하였을 경우 표면의 거칠음, 캡의 곡률로 인해 3rd의 

반사파가 수신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증폭비를 

20 dB에서 30 dB로 변경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NGK

Fig. 5. Porcelain insulator specimen time domain.

Table 2. Porcelain insulator specimen analysis

Peak
Non void Void

dt(μ) Vp dt(μ) Vp

2nd-3rd 1.0715 5,412 1.1090 5,410

3rd-4th 1.0680 5,430 1.1055 5,427

사 자기애자는 소재 성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캡

의 정확한 재질을 알 수 없지만, 초음파속도를 분석한 

결과 주철(cast iron)의 범위에 근접하였다.

Fig. 5 및 Table 2와 같이 자기애자 실험결과 cast iron- 

cement의 반사파 사이의 시간(dt)은 1.0715 us, 1.0680 us, 

cast iron-air의 경우 1.1090 us, 1.1055 us로 분석되었다. 

절삭면에 대해 Vernire calipers로 측정결과 5.8 mm(좌측

/non void), 6.0 mm(우측/void)을 통해 초음파 속도를 계

산한 결과, cast iron-cement 5,412 m/s, 5,430 m/s, cast 

iron-air 5,410 m/s, 5427 m/s로 분석되었다. Sampling rate

에 비해 Record length의 수가 부족하여 분해능 간격에 

의해 0.31%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Fig. 5에서 

time delay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자기애자 캡의 

주물 제작 시 오차가 발생하여 캡의 두께가 위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애자의 기계적인 특성은 캡 하단부의 입사각에 

영향을 받고 있고, 금구 옆면의 두께는 하중을 크게 받

지 않기 때문에 금구의 두께 차이는 건전성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21).

4.2 음향임피던스에 의한 반사율 및 통과율

Table 3은 음향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위한 재료의 특

성이며, 자기애자의 경우 time domain 분석을 통해 예

측된 cast iron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음향임피던스 차이에 의한 초음파 신호의 음압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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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pecimen

Material
properties

Specimen
materials

Density 
ρ

(103 kg/m3)

Velocity
(m/s) Young 

Modulus
(GPa)

Poisson's 
ratio
ν

Impedance 
Z

(106 kg/m2s)Vp

steel 1095 7.86 5,900 200 0.27~0.30 46.02

cast iron 7.25 5,300 92.4 0.21~0.26 38,42

cement 1.606 2,551 - - 4.096

air(25℃, 1atm) 0.00118 340 - - 0.0004

Table 4. Reflection coefficient ratio

Interface Reflected ratio Transmitted ratio

(a) Type A-1 83.654% 16.346%

(a) Type A-2 99.998% 0.002%

(b) Type B-1 80.734% 19.266%

(b) Type B-2 99.998% 0.002%

및 음압통과율을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Fig. 

2(a)의 Type A-1 경우 이론적으로 초음파 에너지의 반

사율은 83.654%로 계산되었으며, Fig. 2(a)의 Type A-2

의 경우 반사율은 99.998%로 계산되었다. (a) 시험편의 

경우 반사율은 약 17%정도 차이가 발생하며, (b) 시험

편의 경우 20%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 (3)를 활용하여 반사에너지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Type A-1 69.980%, Type A-2 

99.997% 약 30%정도 수신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하게 Fig. 2(b)자기애자의 경

우 공극 유무에 따라 약 30%~35%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초음파 감쇠계수

4.3.1 계면 결함 유무와 초음파 에코의 비

각각의 Type에 대한 amplitude를 기반으로 식 (5)를 적

용하여 반사파 에코 감쇠를 계산하였으며, 이론적인 값

Table 5. Reflection energy ratio

Interface Reflected Energy Transmitted Energy

(a) Type A-1 69.980% 30.020%

(a) Type A-2 99.997% 0.003%

(b) Type B-1 65.180% 34.820%

(b) Type B-2 99.996% 0.004%

의 경우 Table 5에서 산출된 비율을 통해 각각의 Type에 

대한 초기 amplitue를 대입하여 이론적인 amplitue 값을 

구한 이후 식(5)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Table 6과 Fig. 6

에 제시하였다. non void의 경우 반사에너지가 곡선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론값과 비교 시 초기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id의 경우 이론적으

로 반사율이 99.99%로 에너지의 감쇠가 미비하게 나타

나야 하지만, 모형시편과 자기애자를 측정한 결과, 감소

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로는 대상체 표

면의 불균질, 곡률, 제조 시 불순물이 첨가되거나, 접촉

매질의 영향을 통해 산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론상 공극유무에 따라 초기 30%정도의 차이

가 발생하고 후속 반사에너지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제 측정결과 9~12%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6. Comparison of Up/Umax about two specimen.

Type of specimen Peak
Non void Void

Amplitude Formula(5) Theoretical Amplitude Formula(5) Theoretical

Similar model 
specimen

1st 0.5450 1 1 0.5450 1 1

2nd 0.2700 0.4954 0.6998 0.3200 0.5872 0.99997

3rd 0.1520 0.2789 0.4897 0.2150 0.3945 0.99994

4th 0.0975 0.1789 0.3427 0.1630 0.2991 0.99991

5th 0.0670 0.1229 0.2398 0.1220 0.2239 0.99988

Porcelain insulator 
specimen

1st 0.5457 1 1 0.5432 1 1

2nd 0.2105 0.3858 0.6518 0.2753 0.5068 0.99996

3rd 0.0816 0.1496 0.4248 0.1960 0.3608 0.99992

4th 0.0301 0.0551 0.2769 0.0963 0.1773 0.99988

Table 6. Comparison of Up/Umax by formula (5) about two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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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계면 결함 유무와 초음파 감쇠계수

계면결함 유무에 따른 반사파 에너지에 대해 식 (6) 

과 식 (7)을 통해 감쇠계수를 분석한 결과, 단위 차이

에 의한 결과 값은 다르지만 그래프의 양상은 동일하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무차원단위인 식

(6)보다 dB 단위인 식 (7)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0 dB을 기준으로 50%감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

며, 감쇠가 50%보다 작은 경우 음의 값, 감쇠가50%보

다 큰 경우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초음파 감쇠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사에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감소

함을 의미한다.

초음파 이론에 의한 반사파의 감쇠는 Fig. 7과 Table 

7, Table 8에서 분석된 것과 같이 동일 매질 내에서 이

동 시 같은 비율로 감쇠되어야 하지만 시험편의 측정

결과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Type A-1의 경우 이동거리에 따라 8.38 dB ~ –178.60 

dB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Type B-1의 경우 

189.35~222.76 dB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이론식의 경우 

–231.42 dB로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Fig. 7. Comparison of attenuation coefficient by formula (6). 
about two specimen.

Table 7. Comparison of attenuation coefficient by formula (6) 
about two specimen - non void

Dist(mm) Formula(6) Type A-1 Type B-1

12 -231.42 8.38 189.35

24 -231.42 -84.13 185.73

36 -231.42 -178.60 222.76

Table 8. Comparison of attenuation coefficient by formula (6) 
about two specimen - void

Dist(mm) Formula(6) Type A-2 Type B-2

12 -492.72 -114.58 -8.02

24 -492.72 -212.14 -254.01

36 -492.72 -299.58 14.15

* Dist = Distance

Type A-2의 경우 –114.58 dB ~ –299.58 dB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Type B-2의 경우 –8.02 ~ 14.15 dB

의 범위로 확인되었고, 이론식의 경우 –492.73 dB로 동

일하게 분석되었다.

이론식에 의해 non void 부분과 void 부분을 비교한 

결과 초음파 이동거리에 따라 261 dB로 일관적인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Type A의 경우 공극

유무에 따라 120 dB~128 dB의 차이가 발생했다. Type 

B의 경우 초음파 이동거리에 따라 197 dB, 439 dB, 

208 dB로 2nd-3rd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론식에 의한 결과와 동일하게 일관적인 차이를 나타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극 유무에 따라 dB의 차이가 명확하

게 구분이 되는 것을 통해 감쇠비를 활용하여 계면의 공극, 

균열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4 계면 결함 유무와 주파수 영역

탐촉자 및 pulse/receiver에서 얻은 신호는 일반적으

로 시간 영역에서 분석된다. 전압 임펄스에 의해 능동 

(a) STFT image of Cast iron-Cement – Type B-1

(b) STFT image of Cast iron-Air – Type B-2

Fig. 8. Short-time Fourier transform & Time domai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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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에서 유도된 진동은 초음파의 유한 스펙트럼을 발

생시킨다. 즉, 변환기에 의해 생성 된 초음파 펄스는 

많은 단일 주파수 파의 합이다. 이 스펙트럼은 중심 주

파수라고 하는 지배적인 주파수가 있는 가우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중심 주파수는 탐촉자를 특성화하는 

주파수이다22). 신호는 여러 개의 단일 주파수 파의 합

계이므로 시간 영역에서 관찰된 동작은 합계의 동작이

지만 전체의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반사파의 에코가 

발생하는 시간영역에서 주파수영역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였다.

MATLAB R2018a를 사용하여 자기애자의 time domain

에 대한 Short-time Fourier transform(STFT)을 통해 도

출된 시간-주파수영역의 이미지를 Fig. 8에 도식하였

다. type 2-1와 type 2-2에서 2nd peak에 대한 주파수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type 2-1은 3rd, 4th의 반사파에

서 주된 주파수 성분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이종 접합부재의 계면균열의 초음파 탐상에 대한 이

론적 특성을 검토한 후, 이종접합체의 공극 유무에 따

른 초음파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 2개의 매질의 계면에서 초음파법 측정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표면의 상태, 음향 임피던스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음향 임피던스 비의 변화에 

따른 반사에너지, 감쇠계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 반사파 에코 비는 이론식에서 초기 30%가 발생하고 

이어지는 반사파에서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모형시편과 자기애자 실험 결과 9~12%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감쇠계수는 이론적으로는 반사파의 동일한 에너지 

손실을 가정하여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재료감쇠 

및 에너지 소산(material damping and dissipation)으로 선

형으로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면의 거칠음, 곡률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공극 유무에 따라 감쇠계수의 차이가 명

확하게 구분이 되며, 이를 통해 자기애자 캡의 금구-시

멘트 계면의 공극, 균열에 대한 검출이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 추가적으로 자기애자의 신호에 대해 STFT 기법

의 분석 결과 Fig. 8(a)의 2nd, 3rd에서 주된 주파수가 

현저히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초음파법 실험결과를 기초자료

로 하여 자기애자 캡의 금구-시멘트 계면상태 평가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추후 X-ray 등 다른 비파괴검사

기법 또는 절삭을 통해 비교하여 향후 경년 자기애자

의 건전성 평가의 정확도 개선 및 결함평가를 위한 초

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가적으로 캡

의 금구-시멘트 계면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애자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Impact-echo

법 등23-24)의 다양한 비파괴검사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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