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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ltrasonic velocities of sintered aluminum with varying density were measured in order to 
deduce the mechanical properties for optimum design of the sintered aluminum. Specimens with 
different densities were prepared by the plasma activated sintering machine. The density distribution of 
sintered aluminum becomes partially inhomogeneous because of the friction between the powder and the 
die during compaction. The elastic moduli are increased as the ultrasonic velocity is increased. 
Furthermore, Poisoon's ratio is depending on not only the density but also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voids. As the specimen’s thickness increases, the center frequency in the frequency spectrum of the 
reflection wave is shifted to the low frequency. The attenuation coefficient of ultrasonic wave is 
decreased inversely as the density increased  

1. 서 론

 

  오늘날 산업사회가 전문화 및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으

므로 유연한 생산시스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

다. 따라서 제품 생산 시 정확한 치수는 물론이

고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만족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를 위하

여 생산 공장에서는 단계별로 제품의 성능 및 물

성을 측정하고, 자료 분석을 실시간에 행함으로

써 원하는 규격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을 연결하는 Network 생산시

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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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제품은 일반적으로 금형성형․소결 공정을 

통해 제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으로 소결 

제품을 완전히 치밀화시키는 일이 어려우므로 제

품 내부에 많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료가 동일하여도 밀도(기공률)에 따라 물성치가 

크게 변하므로 재료의 물성치를 실제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으로 용이하게 얻어지는 인

장강도에 비해 인장시험 및 굽힘시험에 의한 정

적인 탄성계수 측정은 많은 시편과 시간이 필요

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과정

에서 소결 제품의 탄성계수, 푸아송 비 등을 예

측할 수 있다면,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하

여 불량률 감소 및 공정변수(온도, 생산속도)에 

여유를 확보하므로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파괴법을 이용하여 소결 제품의 물성치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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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파라미터와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연구에 비해 산업현

장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는 

아주 적은 상태이다.(1~7) 그러나 실시간 검사, 전
수검사, 사용 중 부품검사가 가능한 초음파법은 

소결 제품의 물성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초음파가 가지는 지향성, 전파방향의 

높은 분해능, 전자파보다 적은 감쇠계수 등의 장

점으로 인해 많은 산업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소

결체의 최적 설계에 필요한 기계적 성질(영률, 

전단탄성계수, 푸아송 비)을 예측하였고, 소결 

알루미늄 성형체의 밀도 및 높이 변화가 초음파

의 특성(속도, 감쇠계수, 중심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 알루미늄분말의 성형

  소결이라 함은 원료분말에 압력, 열, 전기, 충
격파 등의 에너지를 가하여 융점 이하의 온도에

서 분말간의 결합을 촉진시켜 최종 제품을 제조

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이중 원료분말을 금형에 

넣고 압력과 동시에 열에너지를 가하여 성형과 

소결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소결 기술은 고온등압

성형법(Hot Isostatic Processing: HIP), 진공고온가

압성형법(Vaccum Hot Processing: VHP)에 기반을 

두고 기술이 발전해 왔다. 현재 가장 널리 응용

되고 있는 방법인 HIP법은 분말을 금속 또는 세

라믹제의 용기에 넣고 진공 탈가스한 후, 고압 

하에서 장시간 유지함으로써 이론밀도에 가까운 

소결체를 얻을 수 있는 소결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복잡하고 고가인 장치와 소모재, 그
리고 장시간의 소결시간(최대 6~24시간)으로 인

한 비효율성과 함께 조직의 조대화, 결정립 성장, 
Mold 및 주위의 오염으로 인해 소결체의 물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분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미세한 조

직 및 고 청정도를 유지하고 기계적 성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소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방전플라즈마 소결법(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이 60년대 초에 일본에서 개발되

었고, 미국에서 우주항공 및 방산 산업분야에 응

용되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방전 소결에서는 펄스 전원에 의한 분말 입자

간 방전, 자기 발열작용, 적용압력에 의한 치밀화

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수초~수분 이내)내에 소

결을 완료함으로써 통상적인 소결방법에 비해 소

결시간이 매우 짧고 공정이 간단하며, 에너지 효

율이 높고 또한 결정립 성장이 억제되어 균일한 

특성의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소결할 때 일어나는 불필요한 용질 원자의 석출

과 결정립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 성형과 동시

에 용접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기

대된다. 기존 소재 외에 고융점이며 분해가 쉬운 

비평형재료, 알루미늄, 티탄늄, 탄탈 등에서는 분

말 표면에 강한 산화피막을 갖고 있으므로 소결

성이 나쁜 분말, 분말 입도가 큰 분말에도 적용

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사기능재료, 
섬유 또는 입자 강화형 복합재료도 제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금속, 세라믹스, 플라스틱 간에 

확산 접합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8~9)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으로 제작하

였고, 소결온도는 470℃이다. 소결체 제작에 사용

한 알루미늄 분말의 크기는 177 ㎛이고, 알루미

늄 분말을 원통형의 금형에 장입하고, 유압압축

시험기에서 적용압력을 변화시키면서 밀도(100%: 
ρ=2700㎏/㎥)가 74%, 85%, 93%, 98%, 100%인 

소결체를 제작하였다. 소결체의 직경은 30.0 ㎜, 
높이는 64.0 ㎜ 하였는데 이는 초음파시험 시 초

음파 센서가 가지는 근거리 음장(Near  field)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결체의 높

이를 충분히 크게 하였다. 또한 소결체내에서 초

음파의 전파거리 증가에 따른 저면 반사파(B1)의 

중심주파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시편은 소결체

의 밀도를 2700㎏/㎥로 일정하게 하고, 높이만 

40.0, 52.0, 64.0, 76.0, 88.0 ㎜가 되도록 제작하였

다. 소결된 시편의 밀도는 시편 전체의 평균 밀

도를 구하기 위하여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소결체의 미소경도를 측정한 결

과, 밀도가 높을수록 비커스 경도치는           

                                   



남      592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소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늄 분말의 유동 응력감소 

및 변형에 의한 치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 

3. 초음파의 산란이론

  고체 내를 전파하는 초음파는 결정립, 미세조

직, 전위 등에 의해 산란을 받으며, 산란에 의한 

감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이론적으

로나 실험적으로 오래 동안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10). 고채 내를 전파하는 초음파의 파장을 λ, 
피산란체의 직경을 d라고 가정하면, λ와 d와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초음파의 감쇠계수(α)와 

주파수(f)와의 관계가 다르다. 즉 에너지 감쇠계

수(α)와 주파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α=Φ Rf
4
(λ≫d)                          (1)

α=Φ Sf
2 (λ∼d)                          (2)

α=Φ D (λ≪d)                            (3)

여기서 φR, φS, φD는 산란인자에 관한 비례정

수이며 재료에 따라 다르다. 식 (1)은 초음파의 

파장이 피산란체의 직경보다 충분히 큰 경우

(Rayleigh Scattering)이고, 식 (2)은 확률적인 산란

에 의한 경우로 초음파의 파장과 피산란체의 직

경이 비슷한 경우(Stochastic Scattering)에 생긴다. 
식 (3)은 초음파의 파장이 피산란체의 직경보다 

작은 경우로 확산적인 산란에 의한 감쇠(Diffusion 
Scattering)가 일어난다. 즉 이 영역에서는 감쇠계

수가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으며 피산란체의 직경

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소결체의 경우, 기공의 평균

크기는 50~130 ㎛정도 이었고, 소결체내를 전파

하는 초음파의 파장은 130~400 ㎛정도 이었다. 
따라서 이 파장영역을 전파하는 초음파는 

Rayleigh 및 Stochastic 산란영역에 있으므로 소결

체내를 전파하는 초음파는 주로 기공과 결정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사료된다.

4. 초음파 감쇠계수

  고체 내를 전파하는 초음파는 초음파의 파면이 

확산되어 전파하므로 생기는 확산손실 이외에 조

직에 의한 산란 및 내부마찰 등으로 감쇠가 일어

난다. 감쇠의 정도는 정상적으로 저면 반사파(B1)
의 다중 반사회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 나타나지

만,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감쇠계수로 나

타낸다.
  평면파의 초음파가 X방향으로 전파하는 경우, 
그 음압의 감쇠형태는 식 (4)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P X=P 0⋅e
- αX                           (4)

여기서, PX는 음압 P0의 초음파가 거리 X만큼 전

파했을 때 음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쇠계수는 소결체 전체의 평균치를 구할 목적으

로 20회 가산평균치를 구하여 대표값으로 이용하

였다.

5. 탄성계수와 초음파 음속

  소결된 알루미늄 시편의 영률(E)과 전단탄성계

수(G)는 종파음속, 횡파음속, 밀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1~12) 알루미늄 소결체는 불균일한 밀

도분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치에 따라 측정한 

음속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결체 

전체의 평균 음속을 구하기 위하여 음속을 20회 

측정한 후,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6. 실험방법

  소결체 내에서 체적파(bulk wave)인 종파 및 횡

파의 음속측정에는 펄스반사법을 이용하였다. 초
음파 센서는 공칭주파수가 15㎒인 종파 및 횡파

용 초음파 센서(Φ: 16 ㎜)를 이용하여 종파 및 

횡파의 음속을 각각 측정하였다. 직경이 30 ㎜인 

원통형 소결체 위에 초음파 센서를 올려놓고, 저
면 반사파(B1)의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후 

파형분석기에 입력하여 주파수 스펙트럼 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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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ignal waveform

     

(b) Frequency spectrum

Fig. 1 Characteristics of the ultrasonic sensor       
        (longitudinal wave, 15㎒)

중심주파수(center frequency: Fc)를 구하였다.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한 초음파 센서의 음향

특성으로 저면 반사파(B1)의 파형과 주파수 스펙

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중심주파수는 15.0㎒이고, 
-6 ㏈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은 45.0%인 것으

로 나타났다.   

7. 실험결과 및 고찰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구한 알루미늄 소결체

의 음향특성과 기계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Fig. 2는 초음파의 음속과 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직선은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소결체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파 및 

횡파의 음속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밀도에 따라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ultrasonic velocity  
       and density in sintered aluminum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Poisoon's ratio    
         and density in sintered aluminum 

종파의 음속은 3700~6002㎧, 횡파의 음속은 

2140~3237㎧ 범위에서 변화하고 있었다. 초음파

의 음속이 증가하는 것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결정립이 미세화 되므

로, 초음파가 기공과 결정립에 의해 받는 산란의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규명된 것과 같이 압력변

화에 따라 제조된 소결체의 기공분포는 밀도가 

낮은 경우 소결체내에 큰 기공이 관찰 되었으나, 
밀도가 증가할수록 기공이 관찰되지 않는 치밀한 

소결체가 얻어졌음을 의미 한다.(8) 일반적으로 횡

파의 음속은 종파 음속의 약 ½정도로 알려져 있

는데 음속을 측정한 결과 0.54~0.58배 정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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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oustic constant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intered aluminum

 Density
(㎏/㎥)

Velocity of sound Attenuation 
coefficient

(㏈/㎜)

Young's 
modulus

(㎬)

Shear 
modulus 

(㎬)
Poisoon's ratioLongitudinal 

wave(㎧)
Shear 

wave(㎧)
2000 3700 2140 0.65 23.0 9.16 0.246
2300 4511 2526 0.51 37.4 14.7 0.271
2500 5005 2765 0.43 49.0 19.1 0.280
2650 5479 2977 0.38 60.7 23.5 0.290
2700 6002 3237 0.35 73.3 28.3 0.295

  Fig. 3은 푸아송 비와 밀도와의 상관관계를 표

시한 것이다. 푸아송 비는 밀도의 증가에 대해서 

선형적인 비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 4는 종파와 횡파의 음속을 이용하여 구한 

탄성계수와 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전범위에 걸쳐 탄성계수와 밀도는 선형적으로 비

례하고 있었다. 이는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결

체는 치밀화 되고, 소결체내를 전파하는 초음파

의 음속은 빨라지므로 탄성계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Fig. 5는 에너지 감쇠계수와 밀도와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감쇠계수는 밀도의 증

가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감소하였고, 측정 데이

터의 편차는 소결체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크

게 나타났으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작아

지고 있었다.      
  Fig. 6은 소결체의 높이 증가에 따른 저면 반사

파(B1)의 중심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알루

미늄 소결체의 밀도는 2700㎏/㎥이었고 높이는 

각각 40.0, 52.0, 64.0, 76.0, 88.0 ㎜ 이다. 소결체

내에서 실제 초음파의 탐상주파수는 초음파의 전

파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감쇠계수가 큰 소결 제품, 용접부, 주강품 

등과 같은 제품의 품질검사에서는 공칭주파수가 

같은 초음파 센서라도 광대역 센서가 협대역 센

서에 비하여 넓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검사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기공, 비 

균질성, 조직, 결정립계, 불순물 등에 의해 고주

파수 성분이 없어져도 감쇠가 적은 저주파수 성

분을 이용하여 피검사물의 표면으로부터 깊은 곳

에 있는 결함이나 물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elastic constant     
        and density in sintered aluminum 

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uation coeffi-  
       cient and density in sintered aluminum 

  Fig. 7은 탄성계수와 초음파 감쇠계수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영률과 초음파의 감쇠계수는 식 (5)과 같이 표시

되며, 전단탄성계수와 초음파의 감쇠계수는 식 

(6)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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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hange of center frequency of the echo  
      signal with thickness 

E=-156.9×α+121.4                     (5)

G=-59.9×α+46.7                       (6)

  Fig. 8은 푸아송 비와 초음파 감쇠계수와의 상

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푸아송 비는 초음파의 

감쇠계수 증가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

며 식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υ=-0.15×α+0.35                       (7)

  상기와 같이 소결 알루미늄 제품의 기계적 성

질과 초음파 측정인자(속도, 중심주파수, 감쇠계

수)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예상되는 환경 하

에서 많은 실험을 통하여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한다면, 역으로 초음파 측정인자의 

변화를 관찰하므로 소결 알루미늄 제품의 최적설

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는데 초음파법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속은 밀도

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밀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

는 경우 음속을 이용한 물성평가 및 비파괴검사

는 의미가 없다고 사료된다.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소결 알루미

늄의 최적설계에 필요한 탄성계수와 푸아송 비를 

예측하였고, 소결 성형체의 밀도와 높이 변화가  

Fig. 7 The relationship between elastic constant and  
      attenuation coefficient in sintered aluminum  

Fig. 8 The relationship between Poisson's ratio and  
      attenuation coefficient in sintered aluminum  
 

초음파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알루미늄 소결체내를 전파하는 초음파의 음속

과 이를 이용하여 구한 영률, 전단탄성계수, 푸아

송 비는 소결체의 밀도와 선형적으로 비례하였으

나, 초음파의 감쇠계수는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하하고 있었다. 또한 저면 반사파(B1)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구한 중심주파수는 소결체의 높이

가 커짐에 따라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 쪽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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