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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synthesized photoelastic method developed for the visualization and 
evaluation of sound pressure distribution of elastic wave in a solid. The visualization of wave stress 
field is achieved by synthesizing two photoelastic pictures, in which the direction of the principal axis 
of linear polariscopes differs by 45 〫 . From the analysis of the wave stress distribution using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elastic waves in a solid, such as the intensity of 
stress, directivity and resolution characteristics of the wave emitted from a commercial probe, and   
characteristics of scattering from various types of defects.  

1. 서 론

  고체 내를 전파하는 미소한 탄성파가 결함에서 

반사되는, 반사 에코(echo)를 이용하는 초음파 검

사는 각종 기계 및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탄성파가 결함에서 반사될 

때 종파에서 횡파로의 모드(mode) 변환 등이 복

잡하게 발생하므로 탄성파의 반사거동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일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

성에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탄성법을 

이용한 고체 내 탄성파 펄스의 가시화/해석 시스

템과 파동응력의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광탄성

화상합성법”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45o 다른 

2개의 평면편광 화상을 합성하여, 합성 화상위에 

원편광과 같은 주응력과 빛의 밝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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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빛의 밝기로부터 파동응력을 측정하

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산업분야 

등 대단히 넓은 분야에서 이용이 기대되고 있으

나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시

스템의 응용분야는 초음파 센서의 성능평가, 탄
성파의 기초적 문제의 실험적 해석, 복잡한 형상

을 가지는 시험체의 검사방법 평가, 검사 기술자

의 교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센서의 성능평가

는 고체 내를 전파하는 탄성파의 음압분포를 측

정하므로 송/수신파의 감도, 거리분해능, 거리진

폭특성곡선 등을 구하여 각종 센서의 성능평가, 
새로운 센서의 개발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적 문제의 실험적 해석은 투과파 및 반사파

의 음압측정을 통하여 음압통과율과 음압반사율

을 구하여 곡면체 및 모서리에서 탄성파의 반사

특성과 각종 결함에서의 반사지향성의 해석이 가

능하며, 복잡한 시험체 내에서의 탄성파 펄스의 

반사 및 모드변환 등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밝히

므로 최적의 검사방법 결정, 얻어진 검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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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등에 유효하다. 또한 탄성파의 모드변환 등 

이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등을 직접 관

찰하므로 검사 기술자의 교육에도 이용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체 내 탄성파의 가시

화와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한 “광탄성화상합성

법”을 적용하여 사각센서에서 입사된 횡파의 가

시화상과 음압분포, 전파거리에 따른 음압분포의 

변화, 관통구멍에서의 횡파의 반사거동 등에 대

해 연구하였다.

2. 가시화시스템

  탄성파를 가시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장치는 

Fig. 1에 표시한 것과 같이 광탄성법을 기초로 한 

음압해석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시스템 controller
(interface controller)는 시험편 내를 전파하는 탄성

파를 정지 상태로 가시화하기 위하여 컴퓨터로부

터 신호를 받아 stroboscope의 발광, 탄성파의 송

신, CCD 카메라의 화상 입력 등의 작동시간을 

10 ㎱ 단위로 설정하여 trigger 펄스를 보내는 장

치이다. Real-time digitizer는 가시화상의 입력, 입
력화상의 합성 등의 신호를 보내어 실제 화상처

리를 행하는 장치이다. 초음파 탐상기는 USD15SQ
을 이용하였으며 시험편에 탄성파 펄스의 입사와 

동시에 일정한 지연시간을 가한 trigger펄스를 

stroboscope에 보내어 stroboscope를 발광시킨다. 
Stroboscope의 발광 시간이 시험편 내를 전파하는 

탄성파의 속도에 비해 대단히 짧기 때문에 CCD 
카메라를 통한 탄성파는 정지 상태로 관찰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발광 시간이 20 ㎱의 

stroboscope를 이용하였으며 발광 시간중의 탄성

파의 전파거리는 종파가 0.11 mm, 횡파가 0.07 
mm이다. 펄스 모터(pulse motor)는 합성화상을 만

들기 위하여 편광자와 검광자의 편광방향을 바꾸

기 위한 것이며, 펄스 모터 controller는 컴퓨터에

서 신호를 받아 펄스 모터를 제어 할 수 있다. 
시험편으로 Pyrex Glass를 이용한 이유는 초음파

의 속도(종파: 5490 m/s, 횡파: 3420 m/s)가 철강 

재료에서 초음파의 속도(종파: 5900 m/s, 횡파: 
3230 m/s)와 비슷하며, 다른 재료에 비해 감쇠가 

적으며, 광탄성 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Fig. 1 Diagram of the visual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3. 광탄성화상합성법

  고체 내를 진행하는 탄성파의 전파과정을 관찰 

할 수 있는 가시화법에는 굴절무늬법 (schlieren 
method)과 광탄성법(photoelastic method) 등이 이

용되고 있으나, 종파 및 횡파의 전파 과정을 관

찰 하는데 에는 광탄성법이 유리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광탄성법을 적용하였다. 광탄성법을 이용

하여 탄성파를 가시화시키는 장치에는 원편광

(circularly polarized light)을 이용하는 방법과 평면

편광(plane polarized light)을 이용하는 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원편광을 이용하는 방법은 음압에 

비례한 가시화상을 얻을 수 있어 정량적인 측정

이 가능하나, 감도는 낮고 미소한 음압의 탄성파

를 가시화 시킬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에 대해 평면편광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시화 감

도는 높으나 음압에 비례한 가시화상을 얻을 수 

없어서, 정량적인 음압측정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1~10)

  본 연구에서는 평면편광을 이용한 경우와 같이 

높은 감도를 가지며 원편광을 이용한 경우와 같

이 음압에 비례한 가시화상이 얻어지는 광탄성화

상합성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2차원적인 음

장(sound field)의 퍼짐을 가정해 해석한 것으로 

고체 내를 전파하는 탄성파를 높은 감도로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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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으며, 음압에 비례한 가시화상을 얻어 

음압의 절대치를 구할 수 있다.(1~15)

  Fig. 2는 평면편광을 이용한 광탄성장치에서 얻

어지는 2개의 화상에서 임의의 점에 대한 빛의 

밝기 I 1 , I 2을 표시한 것이다. 제 1화상은 주응력

(σ1, σ2)방향과 편광자(polarizer) 및 검광자

(analyzer)의 주축방향이 일치하고 있는 경우로 빛

의 밝기 I 1은 광탄성법칙으로부터 식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 1 = a 2sin 22θsin 2 δ 
2

                   (1)

  여기에서 δ =  cd(σ 1-
σ

2)이며, a는 상수, θ

는 주응력 σ1방향과 편광자의 주축방향이 이루

는 각도,  c는 광탄성 계수, d는 시험편 두께, σ1

과 σ2는 주응력(음압) 이다.

  제 2화상의 빛의 밝기 I 2는 주응력(σ1) 방향

과 편광자의 주축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45o 되도

록 편광자와 검광자의 직각상태에서 45o 회전했

을 때 얻어지는데 식 (2)과 같이 표시 할 수 있

다.

I 2 = a
2
cos

2
2θ sin 2 δ 

2
                  (2)

  I 1과 I 2을 합성하면 합성화상에서의 빛의 밝

기 I는 식 (3)과 같이 평면편광의 각도 θ에 의존

하지 않는 관계가 얻어진다.

I =  I 1+ I 2 =  a
2
sin

2 δ

2
                 (3)

  이때, 탄성파의 응력상태는 대단히 작기 때문

에 식 (3)은 식 (4)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 =  a 2 δ
2

4
                               (4)

  고체 내를 전파하는 탄성파의 주응력 σ1 및 

σ2의 관계를 고려할 때 종파는 인장/압축응력이 

상호 존재하는 응력파 이므로 σ2=0이 되며 음압

은 σ1의 식으로 표시된다. 횡파는 전단응력이 전

파해 가는 파로 σ2=-σ1되며, 이것을 τ로 표시

한다면 2τ=(σ1-σ2)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횡파

의 음압은 (σ1-σ2)/2로 표시된다. 이 관계를 이용

하여 탄성파의 음압 σ1은 합성화상에서 빛의 밝

기 I을 측정하여 식 (5)과 같은 음압의 절대치를 

얻을 수 있다.

σ
1 = A I                               (5)

A는 상수이고 종파의 경우 A=2/ acd, 횡파

의 경우 A=1/ acd 이다. 따라서 같은 음압의 

탄성파를 가시화할 경우 횡파의 빛의 밝기가 종

파보다 4배가 되어 횡파의 가시화 감도가 종파보

다 높으며, 빛의 밝기( I)가 같은 경우에는 횡파의 

음압이 종파의 ½이 됨을 알 수 있다.
  시험편 가공 시 시험편 내에 존재하는 잔류응

력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식 (6)과 같이 탄성

파를 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류응력 분포 화

상을 구성한 후, 시험편 내에 탄성파를 입사시켜 

탄성파와 잔류응력을 포함하는 합성화상을 구성

하여 잔류응력 화상을 빼므로 탄성파의 음압만을 

표시하는 가시화상을 구성하였다. 

σ=A [ I U+R- IR]                     (6)

 

  여기에서 A는 상수이며, I U+ R
는 탄성파+잔류

응력 화상, I R는 잔류응력 화상이다.

  Fig. 3은 종파의 인장과 압축에 대한 위상검출

법을 표시하고 있다. 가시화상에서는 음압의 절

대치만을 알 수 있지만, 임의의 응력을 가하므로 

그 때 나타나는 음압변화를 조사하여 파동의 어

느 부분이 인장되고 압축되는가를 알 수 있다. 
즉 센서를 손으로 눌러 압축응력을 종파의 전파 

방향에 평행하게 가하는 경우, 종파의 인장 응력

측은 압축응력이 가하지므로 음압은 저하되나, 
반대로 압축 응력측의 음압은 상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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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nthesized photoelastic method

Fig. 3 Determination of wave phase in longitudinal  
      wave

  Fig. 4는 횡파의 위상검출법을 표시하고 있다. 
횡파의 주응력 방향이 전파방향과 45o 각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가하는 압축응력도 전파방향과 

45o 다른 주응력 방향에 평행해야 한다. 압축응력

에 평행한 방향의 주응력이 인장인 경우, 주응

Fig. 4 Determination of wave phase in shear wave

력 차는 작게 되므로 나타나는 음압은 저하된다. 
반대로 주응력 방향이 압축인 경우는 주응력 차

는 크게 되므로 음압은 상승된다. 이와 같이 임

의의 응력을 가하여 나타나는 음압변화를 관찰하

므로 파동의 위상변화를 알 수 있다.

4. 탄성파 음압 측정

  Fig. 5는 주파수 2 MHz, 굴절각 45o, 진동자 크

기 8×9 mm의 사각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횡파

의 가시화상과 음압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해석

상 음압분포는 X-Y 좌표계로 표시하였으며, 화살

표 방향이 탄성파의 전파 방향이다. 
  Fig. 6은 Fig. 5에 표시한 횡파의 X방향과 Y방

향의 음압분포를 자세히 표시한 것이다. (a)는 Y
방향의 빔(beam) 중심부근의 음압분포를 표시한 

것으로, 본 시스템에서는 음압의 절대치를 구하

므로 일반적인 초음파 탐상기의 CRT화면에서 관

찰 되는 것과 같이 음압의 정류파로 되어 있다. 
(b)는 본래의 진동 파형으로 고치기 위하여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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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sualized shear wave

(b) Sound pressure distribution of shear wave

Fig. 5 Visualized wave and sound pressure         
         distribution

표시된 음압파형 중 2번째와 4번째의 음압의 부

호를 반전시켜, 소프트웨어에서 실제의 음압파형

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평균 파장을 구한 것이다. 
(c)는 X방향의 빔 퍼짐에 관한 음압분포를 표시

한 것으로, 파형의 최대 음압을 표시하는 파면 

상의 X방향의 음압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Fig. 7은 횡파의 전파에 따른 음압분포의 변화

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의 좌측 AB면이 시험편의 

단면이고, B점 부근에 사각센서가 위치하고 있으

며, 센서로부터 발생한 횡파가 전파함에 따라 변

하는 음압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근거리음장(near 
field)이라고 생각되는 발생 직후의 횡파는 2개의 

산이 중첩된 것과 같은 음압분포를 나타내고 있

으나, 탄성파가 진행됨에 따라 빔의 중심 부근의 

음압이 최고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거리진폭특성곡선에 해당한 것으로  
Fig. 7에 표시한 3개 횡파의 음압분포, 파면형상, 
음압최대치와 그 위치, 최대치로부터 음압이 -6 
㏈ 되는 빔의 폭을 나타낸 것이다.  

  

(a)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cross section     
    (Y direction) 

(b) Vibration waveform of sound pressure

(c) Sound pressure distribution of X direction

Fig. 6 Sound pressure distribution of shear wave

  Fig. 9는 횡파가 단면에서 반사하는 거동을 음

압분포의 변화로 표시한 것이다. 화살표 방향으

로 입사된 횡파가 AB단면에서 반사되어 진행됨

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직경이 3 mm인 관통구멍(cylindrical 
hole)에서 산란된 탄성파의 산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시화상에서 종파의 강도(intensity)는 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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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ound pressure distribution change with     
        propagation of shear wave

Fig. 8 Distance amplitude curve of shear wave

의 약 ½정도이므로 가시화상에서 종파는 연하게, 
횡파는 진하게 표시된다. 관통구멍에 입사된 입

사횡파(A)는 2개의 반사 횡파(C, D)와 모드 변환

된 반사종파(B)를 발생시킨다. 반사횡파(D)는 관

통구멍 주위를 따라 전파하는 회전표면파이며, 
이는 입사횡파가 관통구멍에서 산란 시 모드 변

환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체 내를 전파하는 탄성파의 전파

거동, 반사거동, 모드변환 등과 같은 복잡한 산란

현상을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시화시스템을 이용

하여 해석하므로 탄성파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광탄성화상합성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고체 

내를 전파하는 탄성파 펄스를 가시화 하여, 가시

화상에서 음압의 측정 및 해석이 가능한 가시화

Fig. 9 Reflection of shear wave from section

          

  

 Fig. 10 Reflection of shear wave from a 3 ㎜
        diameter cylindrical hole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은 고속으로 

전파하는 탄성파를 정지상으로 입력하여 해석하

기 때문에 stroboscope를 광원으로 하는 광탄성의 

광학계와 입력한 가시화상의 음압해석을 위한 화

상처리계, 전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

어 있다.
  본 가시화시스템은 가시화상의 입력에서 음압

분포 결과의 출력까지 고속으로 진행되며, 정량

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초음파 센서의 성능평가, 기초적인 문제의 검

토,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물체 내를 전파하는 

탄성파의 전파 해석 등에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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