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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symmetric mode
 = antisymmetric mode

T = time period
 = mean value of the signal set of x and y 

respectively
 = cross correlation function
 = coordinate position of pulser sensor
 = coordinate position of receive sensor
N = total number of signals
  = Shap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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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scale industrial facility structures continue to deteriorate due to the effects of operating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problems of these industrial facilities are potentially causing economic losses, environmental pollution,
casualties, and national losses. Accordingly, in order to prevent disaster accidents of large structures in advance, 
the necessity of diagnosing structures using non-destructive inspection techniques is being highlighted. The defect
occurrence, location and defect type of the structure are important parameters for predicting the remaining life of
the structure, so continuous defect observation is very important.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been actively researching
real-time monitoring technology to solve these problems. Structure Health Monitoring Inspection  is a technology
that can identify and respond to the occurrence of defects in real time, but there is a limit to check the degree
of defects and the direction of growth of defect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hese technologies,
the importance of defect imaging techniques is emerging, and in order to find defects in large structures, a method
of inspecting a wide range using guided ultrasonic is effective. The work presented here introduces a calculation 
for the shape factor for evaluation of the damaged area, as well as a variable β parameter technique to correct a
damaged shape. Also, we perform research in modeling simulation and an experiment for comparison with a suggested
inspection method and verify its validity. The curved structure image obtained by the advanced RAPID algorithm
showed a good match between the defect area and th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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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격납용기 라이너 플레이트

(Containment Liner Plate, 이하 CLP)와 같은 대형 구조

물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저하

되고 이러한 산업 설비는 경제적 손실, 환경오염 및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이에 대형 구조물 재난사고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 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기법을 활용한 구조물 진단의 필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구조물의 결함 발생 위치 및 결함형

태는 구조물의 잔여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되므로 지속적인 결함 관찰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 기술은 결함의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결함의 

정도 및 결함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CLP 검사에 적용되는 체적파(Bulk 
Wave)기법은 많은 인력 투입, 시간 소모 및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전체영역을 세분화하여 검사할 수 없기 때문

에 결함을 조기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4,5). 
이러한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유도초음파를 활용한 

결함 영상화 기법은 CLP와 같은 대형 구조물 결함 

검사에 효과적이다. 유도초음파(Guided Wave)를 활용

한 결함 검출 기법은 이론적 실험적으로 잘 정립되어있

으며(6~9), 다양한 영상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10~15), 평판 및 배관에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Probabilistic Inspection of Damage(이하 RAPID)알고리

즘을 적용한 선행 연구도 많이 진행 중이나(16~21), 기존 

연구 논문들은 한정된 시편에 국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원자력

발전소의 CLP 상부 구조물과 같은 압력용기 곡면체 

구조물에 발생하는 부식 및 공극을 검출하기 위하여 

Piezoelectric Transducer(이하 PZT) 패치를 일정 영역에 

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에 체적

파 검사 기법처럼 국부 검사가 아닌 일정 영역을 한번에 

스캔하여 실시간 결함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

하였으며, 곡면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유도초음파 모드

변환 현상에 의해 왜곡되는 영상화 결과를 Beta 파라미

터 계산을 통해 정량적으로 영상화하고, 모드분석 및 

실험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s 
Method)를 통하여 신호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of CLP

Fig. 2 The mode shapes for the S and A-mode

2. 유도초음파 및 토모그래피

2.1 유도초음파

유도초음파는 체적파 대비 감쇠가 작고 두께가 

얇은 평판 구조물의 전체를 체적을 따라 길이 방향

으로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초음파이다. 유
도초음파에는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는데 평판 구물

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Fig. 2 과 같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Symmetric mode(S-mode)와 비대칭성

을 가지고 있는 Antisymmetric mode(A-mode)로 구

분하며, 각각 모드와 모드로 구분하여 나타낸

다. 여기서 하첨자 n은 각각의 모드 번호를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형 구조물을 검사하는데 

있어 적합하며, 매우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전파

하여 토모그래피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입사각 

및 주파수 값에 따라서 다양한 모드가 발생하기 때

문에 신호의 분석이 어려워지므로 최적의 모드를 

선정하여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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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모그래피

토모그래피는 의학 방면에서 X-선 컴퓨터 단층 

촬영법으로 대표되는 불가시 정보를 영상화하는 목

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비파괴검사에서 결함

의 영상화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기존의 비파괴검사에서는 평판의 결

함을 영상화하는 단계였으나 현재에는 파이프 및 

곡률이 있는 구조물의 결함 영상화에 연구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토모그래피는 목적 대상체를 영상으로 구성하는 

기술로 컴퓨터 처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Computed Tomograpjhy(CT) 또는 Computer 
Aided Tomography(CAT)라고 알려져 있으며, 의학

적, 지질학적 연구에 많이 쓰였지만 그 성능 때문에 

현재는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추세이다.
토모그래피는 파선 이론과 파동 이론을 바탕으로 

구분하며 파선(투과) 토모그래피는 파의 전달시간

과 파선의 경로 및 매질의 속도 관계를 이용한 주시 

토모그래피와 진폭의 흡수성 분포를 재구성하는 진

폭 토모그래피로 구분한다. 파선경로를 지나는 파

동의 시간을 측정하면, 토모그래피 알고리즘은 재

질을 타고 흐르는 파동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고, 
수신된 파동신호의 진폭을 알면 감쇠된 이미지를 

구할 수 있다. 

2.2.1 RAPID 알고리즘

RAPID 알고리즘은 Signal Difference Coefficient
(이하 SDC)로 구조물의 배열 센서를 설치하고 초기 

상태 즉 시편에 결함이 없을 때와 결함신호를 받았

을 때의 두 신호의 차이를 비교한다. 신호와 임의의 

시간 지연공분산 함수는 식 (1)과 같다.

  lim
→∞


 





  
  

 (1)

T는 신호의 주기이고, 와  는 각각 x와 y신호 

집합의 평균치를 표시한다. 는 상호상관함수

(Cross-correlation Function)이다. 상호상관함수는 서

로 다른 신호가 얼마나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신호

처리 (Signal Processing) 기법 중 하나이다. 식 (2)는 

두 신호 집합의 공분산함수(Covariance Function)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                   (2)

식 (3)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는 x,y 
두 신호의 공분산 함수의 최대치와 두 신호 집합의 

공분산 함수의 비로 표시한다.

 


                   (3)

본 연구에서 두 신호는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된 신

호이기에    이다. 실제 응용식은 식 (4)와 같다.

 





  



  
  



 


  



   

(4)

N은 전체 신호의 개수이고, SDC는 식 (5) 와 같이 

정의된다.

                           (5)

식 (5)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SDC는 두 신호 집

합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0에서부터 1사이에서 부동

한 값을 가진다. SDC는 구조물에 처음으로 탐촉자

(Transducer)들을 설치하였을 때 얻은 신호와 신호

를 주고받은 후 재질의 결함을 통과한 신호의 비교

를 통해서 얻어지는 숫자이다. 이 연구에서 신호변

화의 원인은 항상 구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생긴다

고 가정한다. 식(6, 7, 8)은 수학적 방법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6)

 ≤  ≤                (7)

(8)

식 (6)에서 x,y는 이미지의 좌표 위치를 표시한다. 
는 가진 센서의 좌표 위치, 는 수신 

센서의 좌표 위치이다. 는 한 쌍의 가진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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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수신 센서에서 구해지는 영상 이미지 값이다. 
는 모든 쌍(M)의 가진 센서와 수신 센서에

서 구해진 영상 이미지 값의 합이다. 
   는 이미지의 좌표 위치

와 센서와의 위치를 관계를 나타낸 수식이다.  

이 커질수록 한 쌍의 센서의 최단 

거리에서 멀어짐을 의미한다. 는   

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형상 계수이다. 
영상화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센서

에서 반복적으로 Pittch-Catch 방식으로 수신한 신호

를 상호상관 함수를 통하여 그 신호 지수를 유도초

음파 경로상에서 계산하여 그 값을 색상데이터로 

표현하여 영상화 이미지를  획득한다. 
RAPID 알고리즘의 가장 큰 장점은 타원형 위치의 

확률분포를 통하여 파동의 회절을 고려했다는 것이

다. 이 기술은 재질의 특징을 따라 수신-송신 센서 

사이를 흐르는 파동을 선형 적분하는 대수적 합성법

(Algebraic Reconstruction), 역투상 (Back-projection)과 

같은 전통적인 영상처리 법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RAPID 기법의 또 다른 한 가지 장점은 다른 

회절 토모그래피 기술과 비교할 때 더 간단한 계산과

정을 통한 고속 처리 기법이라는 것이다. 
Fig. 3는 16개의 센서와 좌표축으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유도초음파 센서 No. 3에
서부터 전파된 초음파가 No. 11로 이동할 때의 좌표

상의 (x, y)의 관계는 식(8)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에 3번 센서의 의 좌표 값은 (1, 201)이 되고,

Fig. 3 Rectangular sensor network

11번 센서의 의 좌표 값은 (401, 201)이 된다. 
Fig 4에 나타낸 것처럼 식(8)은 3번, 11번 센서의 직전 

거리를 나타낸다. 식(7)과 같이 R이 에 의해 제한된

다면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는 한 쌍의 

객체로 센서의 직선거리에서 멀어지는 이미지 좌표 

(x,y)의 범위를 지정하는 상수가 된다. 따라서, 가 

크거나 작아지면 결함 영상의 형상이 크거나 작아지

게 된다. 결함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에 결함의 크기인 의 크기를 결함의 크기와 같게 

설정하게 되면 결함을 정량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다.

Fig. 4 Relationship with  , R and sensor

Fig. 5 Schematic of a curved structure and Transducer 
network

Fig. 6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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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0 mode of 2.5 MHz‧mm carbon steel curved 
structure

Fig. 8 PZT Patch

3. 실  험

3.1 시편

본 실험에서는 곡면 탄소강 시편이 사용되었다. 곡
면 탄소강 시편의 형상은 Fig. 5와 같이 가로 500 mm, 
세로 500 mm, 두께 5 mm, 반경 250 mm 이다. 이미지 

영상으로 구현한 영상의 크기는 가로 400 mm, 세로 

400 mm 이다. Fig. 3과 같이 16개의 PZT 패치를 더블크

로스 홀 센서 배열로 부착하였다.

3.2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Tone-bust 펄서 리시버와 증폭기를 

PZT 패치와 연결하여 유도초음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실험에서는 입사각을 조절

하여 모드를 선택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CLP 
특성상 센서 부착부위에 제약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

서는 PZT 패치를 사용하여 센서 및 공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장치는 Fig. 6과 같다.

3.3 모드선정

탄소강 시편의 분산선도는 Fig. 7에 나타나 있으며, 
S0 모드를 선택하였다. fㆍd(KHzㆍmm) = 2500 KHzㆍ
mm 일때 초음파의 위상속도는  , 군속도는 

이며, 임피던스 매칭기를 통하여 S0 모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PZT 패치를 500 MHz로 설정하였다. 

 

Fig. 9 Signal according to distance change

(a)

(b)
Fig. 10 Curved structure with defect (a) Schematic of 

Curved structure defect (b) Specimen with 
PZT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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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PZT 패치는 Fig. 8에 나타 내었다. PZT 
패치 및 선택한 모드 확인을 위하여 100 mm 씩 거리를 

늘려가며 측정한 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Fig. 11 Experimental results

3.4 무결함 및 결함 시편 시험

RAPID 기법은 기준이 되는 시편의 신호와 비교 

대상의 시편 호의 진폭 차이를 비교하여 구하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편의 신호 측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결함이 없는 시편에 대해서 신

호를 측정하였다. 신호는 PZT 패치 16개를 기준으

로 측정하였다. 결함시편은 Fig. 10 (a)와 같이 중앙

에 위치한 지름 30 mm 의 관통 원형 결함 시편이다. 
Fig. 10 (b) 에서는 실제 시편에 PZT 패치를 부착한 

그림이다. 무결함 시편과 마찬가지로 16개 PZT 패
치에서 유도초음파 신호를 획득하였다. 중앙의 결

함을 지나는 신호와 결함을 지나지 않는 신호 중 대

표되는 비교 데이터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건전

부 신호와 결함 신호의 진폭의 차이를 육안으로 확

인할 수 있다.

3.5 FEM 시뮬레이션

실험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

소 해석 소프트웨어 ABAQUS 6.12를 사용하여 실험

과 동일한 조건에서 유도초음파 전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곡면구조물에서 유도초음파의 전파와 

중심 결함의 반사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과 동일

한 탄소강 곡면 구조물(가로 500 mm, 세로 500 mm, 
두께 5 mm, 반경 250 mm)을 모델링 하였다. Fig. 12 
은 9개의 노드(C3D8R)와 0.5 μm 크기의 3차원 요소

로 지정된 수치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은 재료특성을 나타내고, Table. 2는 분석 조건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PZT 패치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

션에도 초음파가 콤타입 형태로 초음파가 사방으로 

전파된다. 그러나 실제 CLP에서는 실험과 같이 끝단

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초음파가 수신되기 떄문에 

시편 가장자리는 불필요한 신호를 배제하기 위해 무

한영역으로 모델링 하였다.  Fig. 13 은 대표적으로 

결함이 있는 신호와 결함이 없는 건전부 신호의 수치

해석 데이터를 나타낸다. 실험 데이터와 동일하게 건

전부 신호와 결함신호의 진폭 차이가 나타났으며, 해
당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Fig. 12 3-D Geometry of numerical curved structure 
model

Table 1 Material property
Material Carbon steel

Density 7898 

Young’s modulus 202 GPa

Poisson’s ratio 0.3

Table 2 Analysis condition
Frequency 0.5 MHz

Wavelength 0.008 m

Mesh size 0.0008 m

Element type
C3D8R 
CPE4R 

Plane strain

Fig. 13 Nume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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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함 영상화

4.1 영상화 결과

Fig. 14 (a)는 곡면 구조물에서 16개의 센서를 이용

하여 결함을 영상화한 결과이며, Fig. 14 (b)는 영상화

한 이미지 Fig. 14 (a)의 결함부 영상을 확대하여 나

타낸 결과이다. Fig. 14 (a)에 영상화 결과만 확인한

다면, 결함의 크기가 전체 검사 영역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결함의 이미지가 정량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Fig. 14 (b)와 같이 결함부를 

확대하여 나타내면 결함이 원형이 아니라 타원 형

태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판

과 같이 모드변환이 없는 시편은 결함이 정량적으로

(a)

(b)
Fig. 14 (a) Curved structure defect imaging, (b) Enlarged 

imaging of defect

나타나는데 비하여 곡면 구조물에서는 모드 외에 

모드가 가진 되므로 SDC 값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함을 정량적으로 영상화할 수 없었다. 

4.2 가변형상 계수의 적용

기존의 연구에서 형상계수 는 임의의 상수였다. 
그로 인해서 결함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반면 R과 의 관계를 통하여 Fig 15에 나타

나 있듯 결함을 지나가는 대표적인 신호의 

를 식 (11), (1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대표 신호

의  값 외에 모든 센서 네트워크에 대하여 계

산해보면, 가 동일한 값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결함의 크기는 같더라도 센서 간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같은 결함의 크기더라

도 센서간의 거리가 좋으면 더 큰 값을 가지기 때

문에 기존의 RAPID 알고리즘은 식 (9), (10)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9)

 ≤    (10)

식 (9), (10)에서 M은 센서와 센서를 연결하는 선

의 개수이며 선에 따라 값은 변하게 된다.

Fig. 15 Variable   for curv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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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

  → →

 


 

(12)

Fig. 16은 값의 차이를 적용하여 얻은 영상이다. 
Fig. 14(b)의 곡면 구조물 결함 영상과 비교하면 결

함이 정량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6 Variable   for tomographic imaging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원자력발전소 CLP 
상부 곡면체 구조물검사에 적용하고 있는 체적파를 

활용한 국부검사 기법을 대체 할 수 있는 유도초음

파 기법을 활용하여 가로, 세로 400 mm의 곡면 구

조물 전체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

여 결함을 영상화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전부 신호와 결함 신호를 바탕으로 RAPID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결함을 영상화하였으며 모드

변환 현상으로 인하여 왜곡되는 결함형태를 가변형

상 계수를 적용하여 결함 정량적으로 형상화하였다.
2)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범용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실험결과와 비

교 분석하여 나타내었으며, 두 결과를 통하여 건전

부와 결함신호의 진폭 차이를 확인하고 해당 결과

를 바탕으로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법은 산업 현장에서 결함

을 검출하고 결함의 진행을 상시 감시하여 CLP와 

같은 곡면구조물에 발생되는 결함을 검출하고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CLP 및 압력용기와 같은 대형 곡

면 구조 시설의 유효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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