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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sonic testing uses the directivity of the ultrasonic wave, which propagates in on direction. The 
directivity is express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agate direction and its sound pressure. The 
directivity of an ultrasonic wave is related to the choice of probe arrangement, testing sensitivity and 
scanning pitch and correct measurement of defect size and location. This paper describes on the 
directivity measurement of ultrasonic wave using the visualization method. The directivity of shear wave 
emitted from the angle beam transducer were constant during propagation. The difference of directivity 
was existed between 2 ㎒ and 4 ㎒ angle beam transducers. When these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theory which was based on the continuous wave, it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oretical directivity on the principal lobe.  

1. 서 론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펄스가 한 방향으로 진행

한다고 하는 지향성을 이용한 것으로, 초음파 트

랜스듀서가 가지는 초음파의 음압분포 및 지향특

성을 아는 일은 트랜스듀서를 최적설계하고 제작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송신

과 수신을 한 개의 진동자로 검사하는 표준형 초

음파 트랜스듀서의 경우, 트랜스듀서가 가지는 

지향성은 초음파검사의 감도, 주사간격, 최적의 

검사방법, 정확한 결함의 크기 및 위치 측정에 

기준이 되고 있다.(1,2) 또한 결함에서의 반사지향

성은 결함의 형상 및 방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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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반사지향성을 아는 일은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래에 초음파 사각 트랜스듀서(Angle beam 
transducer)의 지향성은 반원형의 판상시험편의 중

심에 트랜스듀서를 올려놓고, 원주방향으로 초음

파를 방사(Emission)하여 방사된 신호를 Elec- 
trodynamic sensor를 사용하여 판상시험편 주위를 

주사(Scanning)하는 방법으로 사각 트랜스듀서의 

지향성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향성 측정법

은 Electrodynamic sensor의 작은 변화에도 수신감

도가 크게 변하고, 사용하는 Electrodynamic 
sensor의 특성이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제한된 위치에서 지향성을 측정함으로서 상세한 

지향성 조사가 어려웠었다. 또한 최근에는 새로

운 특성을 가진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개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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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과거이론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결과

들이 얻어지고 있으므로, 검사결과의 정밀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고체 내를 전파하는 초음

파 펄스의 지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사각 트랜스듀서를 최적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인 지향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초음파 펄스의 음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광탄성화상합성법(Photoelastic picture 
synthesizing method)”을 적용하여 음압분포를 가

시화함과 동시에 가시화된 초음파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지향성 해석법(Directivity analysis 
method)”을 개발하였다.(3~7) 개발한 지향성 해석법

을 이용하여 사각 트랜스듀서로부터 방사된 횡파

의 지향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이론계산식에 의

해 구한 지향성과 서로 비교하였다. 또 이론계산

에서 나타나는 부극(Side lobe)들이 가시화 실험에

서 나타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2. 초음파 사각 트랜스듀서 구조

  압전소자를 이용하는 압전형 초음파 사각 트랜

스듀서는 초음파의 종류(종파, 횡파, 표면파, 판

파), 주파수, 굴절각, 크기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Fig. 1과 같이 압

전소자(PZT), 쐐기(Wedge), 댐핑재(Damper), 
Housing, 흡음재(Acoustic absorbent),  동축선

(Cable)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1,2)

  압전현상은 어떤 종류의 결정판에 일정한 방향

에서 압력을 가하면 그 외력에 비례해서 전하 또

는 전장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결정성 고체

는 원자의 격자 배열이 3차원 상에서 32가지의 

가능한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중 20
종이 대칭 중심의 결여에 의한 압전현상을 나타

낸다. 이런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발생

하고 수신하게 되는데 압전소자는 크게 결정성 

물질과 결정성 세라믹 물질로 분류된다. 결정성 

물질에는 수정, 황옥(Topaz), 로셀염(Rochelle 
salts), LiNbO3(니오비옴산 리튬) 등이 있으며, 결
정성 세라믹 물질에는 유전율이 보통 결정보다 

Fig. 1 Construction of angle beam transducer

100배 정도 높은 강유전체 계열의 PZT(Pb[Zr, 
Ti]O3)계열과 BaTiO3(티탄산 바륨), PbNb2O3(니오 

비옴산 납)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음향 임피던스

(Acoustic impedance)가 인체나 물과 유사한 

PVDF(Polyvinylidence fluoride)계열의 압전 폴리머

(polymer)가 고주파수의 초음파 발생, 인체검사, 
수중검사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 압전 

세라믹과 에폭시(Epoxy) 수지를 일정 비율로 혼

합한 복합재료가 광대역 초음파 발생, 의료용 초

음파 진단기의 압전소자로 개발되어 일부는 사용

되고 있다. 
  쐐기는 사각 트랜스듀서 특유의 부재로 초음파 

펄스를 검사체에 경사로 입사시키는 역할을 한

다. 일반적으로 쐐기 재료로는 아크릴 수지

(Acrylic resin)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도가 올라가

면 종파의 음속이 늦어지기 때문에 굴절각은 커

지게 된다. 따라서 음향결합이 변하므로 장치의 

측정이나 조정은 사용 환경에서 할 필요가 있다.  
  댐핑재는 압전소자로부터 뒤쪽 방향으로 전달

되는 초음파를 흡수 및 산란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여러 종류의 분말에 에폭시를 혼합하여 굳

혀 사용하거나 고무계통의 물질이 사용된다. 
  Housing은 전자파 차단을 위하여 금속재료가 

사용되고 압전소자와의 사이에 절연 및 방음 재

료가 이용되기도 한다. 
  흡음재는 쐐기 내의 반사에 의해 생기는 반사

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쐐기 전면에  

부착하고 있다. 흡음재의 흡음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음향임피던스는 쐐기 재와 비슷한 값의 재

료를 사용하고, 흡음재 내부는 초음파의 감쇠가 

큰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동축선은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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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어 전기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선로

의 일종이다.  

3. 고체 내 초음파의 가시화

  
  가시화 실험에 이용한 음압해석시스템은“광탄

성화상합성법”의 원리를 기초로 컴퓨터에서 화상

처리를 행하여 합성화상을 얻었으며, 합성된 화

상의 빛의 밝기 I로부터 음압 P의 분포를 식 (1)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P= A∙ I (A: constant)                    (1)

본 논문에서는 지향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식 (1)의 A에 대하여 특별히 보정하지 안하였

고 가시화상에서는 상대적인 음압분포를 구하였

다. 
                          

4. 지향성 해석법

  초음파의 지향성은 한 점을 중심으로 전파하는 

초음파의 방향과 강도의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가시화법을 이용하여 지향성을 구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① Fig. 2와 같이 가시화상에서 초음파 펄스 파

면의 곡률을 측정하고, 그 곡률의 중심을 지향성

의 중심점(0)으로 정한다. 
② 지향성을 조사하는 초음파가 모두 포함되도록

Fig. 2 Determination of directivity of ultrasonic     
        wave

 2개의 원(r1, r2)을 그린다.
③ 2개의 원(r1, r2)으로 둘러쌓인 영역 내에서 θ

방향의 음압분포를 측정한다.
④ θ방향의 최대음압과 그 위치를 정하고, 이를 

극좌표(r, θ)로 표시한다. 
⑤ θ를 변화시키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

다.
                                   

5. 지향성 이론계산

  Fig. 3은 초음파 사각 트랜스듀서의 지향성에 

대한 이론계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사각 트랜

스듀서의 지향성은 木村가 제안한 이론식 (2)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8~10)  
  식 (2)에서 sinE/E는 크기가 2d인 사각진동자의 

쐐기 내에서의 종파의 지향성이며, cosβ는 쐐기

가 고체이기 때문에 부가한 지향계수이고, cosθ
/cosα는 각도함수이며, t(θ)는 쐐기로부터 시험

편으로의 음압통과율이다. ClL과 λ1L은 쐐기 내 

D(θ)=
sinE
E

∙ cosβ∙
cosθ
cosα

∙ t(θ)        (2)

E = K 1L ∙ d∙ sinβ                        (3)

K 1 L =
2π
λ

1 L

=
2πf
c 1 L

                      (4)

Fig. 3 Calculation model for the directivity of      
        angle beam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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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s and material constants

Material
Sound velocity (㎧) Density 

(㎏/㎥)Longitudinal 
wave

Shear 
wave

Acrylic resin 2730 1430 1180

Pyrex glass 5490 3420 2119

Fig. 4 Transmission coefficient of sound pressure   
       from wedge to pyrex glass

종파의 음속과 파장이다. 
  Fig. 4는 쐐기로부터 시험편으로의 음압통과율 

을 나타난 것으로 종파의 임계각은 38.7°이었다. 
Table 1은 지향성 이론계산에 사용한 재료상수이

다.  

6. 실험방법

  Fig. 5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험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질은 Pyrex glass이다. 실험에 

사용한 초음파 사각 트랜스듀서는 MWB45-2, 
MWB45-4, MWB60-2, MWB60-4 (Krautkramer)등 

4종류이다. 사각 트랜스듀서의 입사점은 가시화 

실험에 사용한 Pyrex glass를 STB-A1 표준시험편

과 같은 형상으로 제작하여 100R면으로부터 에코

높이가 최대가 될 때, 100R면의 중심위치에 대응

하는 점을 입사점으로 하였다.   

Fig. 5 Dimensions of test specimen

7. 실험결과 및 고찰 

  Fig. 6은 주파수 4 ㎒, 굴절각 45°의 사각 트랜

스듀서로부터 나온 횡파의 가시화상과 지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화상은 횡파의 전파거리가 

트랜스듀서의 입사점 부근에서 15 ㎜가 되는 곳

에서 얻었다. 49° 방향에 최고로 강한 횡파가 방

사되고 있으므로 시험편 내에서 사각 트랜스듀서

의 굴절각은 49° 이다. 이와 같이 사각 트랜스듀

서의 굴절각(49°)이 공칭 굴절각(45°)과 다르게 나

타내는 것은 시험편과 강(steel)의 음속의 차이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7(a)은 주파수 2 ㎒, 굴절각 60°의 사각 트

랜스듀서로부터 나온 횡파의 가시화상을 보여주

고 있다. 횡파와 동시에 시험편의 표면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표면파(Surface wave)도 관찰되고 

있다. Fig. 7(b)은 Fig. 7(a)의 가시화상에서 구한 

지향성으로 직선형태의 것은 표면파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트랜스듀서의 굴절각이 65°임을 

알 수 있다. 
  Fig. 8과 fig. 9는 주파수 4 ㎒, 굴절각 60°의 사

각 트랜스듀서로부터 나온 횡파의 가시화상과 지

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시화상은 사각 트랜스

듀서의 입사점 부근에서 32 ㎜, 50 ㎜, 68 ㎜, 86 
㎜가 되는 곳에서 얻었다. 가시화상의 관찰을 통

하여 사각 트랜스듀서에서 방사된 횡파가 원통형

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향

성의 형태는 전파거리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

으나, 지향성의 강도는 전파거리에 따라 약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9(a)와 fig. 7(b)
을 비교할 때,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트랜스듀

서의 지향성은 날카롭게 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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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isualized shear wave 

(b) Directivity 
Fig. 6 Directivity of 4 ㎒, 45° transducer (r=15 ㎜) 

(a) Visualized shear wave 
                                             

 

(b) Directivity 
Fig. 7 Directivity of 2 ㎒, 60° transducer (r=32 ㎜)

(a) r=32 ㎜

(b) r=50 ㎜

(c) r=68 ㎜

(d) r=86 ㎜
Fig. 8 Visualized shear wave of 4 ㎒, 60°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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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32 ㎜

(b) r=50 ㎜  

(c) r=68 ㎜

(d) r=86 ㎜
Fig. 9 Directivity of 4 ㎒, 60° transducer 

   Fig. 10은 사각 트랜스듀서의 지향성에 관한 

실험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 이다. 
종축은 가시화법과 이론계산식으로부터 구한 각

각의 최대음압에 대한 음압비를 표시하고, 횡축

은 시험편에 대한 횡파의 굴절각을 표시하고 있

다. 4 ㎒ 사각 트랜스듀서인 경우가 2 ㎒인 경우

에 비하여 날카로운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향성의 형태는 굴절각을 중

심으로 한 주극(Principal lobe)의 영역에서는 잘 

일치하고 있었으나, 이론계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극(Side lobe)은 가시화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

다. Fig. 10(c)에서 실험결과와 이론결과가 잘 일

치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나, fig. 7(a)의 가시

화상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80∼90°사이에 횡

파가 표면파로 파동 모드변환이 발생하여, 시험

편 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표면파로 인하여 사각 

트랜스듀서의 지향성이 좌측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향성의 폭은 거의 일치하

고 있다.  
  사각 트랜스듀서의 지향성이 주극의 영역에서

는 실험결과와 이론결과가 잘 일치하였으나, 부
극의 영역에서는 실험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이유

에 대해서 연속파의 파동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초음파의 음원을 미소한 요소로 분할하여 생

각하면 fig. 11과 같이 진동자의 좌 단면으로부터 

x의 거리에 있는 미소음원과 이 음원으로부터 d
만큼 떨어진 음원을 고려할 때, 이 2음원에 의한 

θ방향의 간섭을 생각할 수 있다. 2개의 음원으

로부터 발생되는 초음파는 경로차(∆)가 ½파장(λ
/2)인 경우 간섭은 상쇄되나, 그 경로차가 1파장

(λ)인 경우 합성파의 진폭은 극대화 된다. 이 2
개의 미소음원에 의한 θ방향의 간섭현상이 0≤x
≤d 영역에서는 변하지 않고 생기므로 이론계산

에서는 부극이 나타나고 있다. 
  Fig. 12는 2 ㎒, 45° 사각 트랜스듀서로부터 입

사된 횡파의 음압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시화

법의 원리로부터 각각의 피크치(peak value)는 음

압의 절대치를 표시하고, 그 피크치의 간격은 ½
파장(λ/2)에 대응하고 있다. 본 가시화 실험의 

경우, 가시화 배율이 크지 않고 Stroboscope의 발

광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이상적인 산과 골 형태

의 파형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음원의 최대 

피크치가 1파장(λ)의 배수만큼 어긋나 중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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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45°angle beam transducer

(b) 4㎒, 45°angle beam transducer

(c) 2㎒, 60°angle beam transducer

(d) 4㎒, 60°angle beam transducer

Fig. 10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with       
         calculated results for the directivity of    
         angle beam transducer

Fig. 11 Describe the interference pattern arising     
         from two point sources
    

Fig. 12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visualized wave  
       on the A-B line
  
을 때에도 합성파의 진폭은 연속파의 경우에 비

해 작았으므로 가시화 실험에서는 부극이 발생하

지 안하였다고 사료된다.

상기와 같이 피검사체 내을 전파하는 초음파의 

지향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동자의 크기, 굴

  절각, 주파수, 감도 등을 선정한다면 초음파 

사각 트랜스듀서를 최적설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8. 결 론

  고체 내를 전파하는 미소한 초음파 펄스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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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광탄성화상합성법”을 

적용하여 초음파의 음압분포를 가시화함과 동시

에 지향성 해석법을 개발하여 초음파 사각 트랜

스듀서에서 방사된 횡파의 지향성을 구하였다. 
  사각 트랜스듀서로부터 방사되는 횡파는 원통형

의 퍼짐을 하고 있었으며(원통파), 전파거리가 멀

어져도 지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파수가 4 
㎒ 인 경우가 2 ㎒인 경우에 비해 날카로운 지향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향성의 형상은 굴절각을 

중심으로 대칭하고 있었다. 또한 2 ㎒, 60° 트랜스

듀서의 경우는 횡파와 동시에 시험편의 표면을 따

라 진행하고 있는 표면파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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