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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용접을 사용한 구조물은 이음의 형상이 자유롭

고 그 구조가 간단하며 이음의 두께에도 제한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용접공정의 특징상.

외부조건의 변화에 따라 용접 구조물의 필요 한

접합 성능과 용접 구조물의 사용 성능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용접 이음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가스 오일 화학 발전소와 같은 고품질의 용, , ,

접이 요구되는 용접구조물이 증가하면서 시설물

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있

으며 최근 산업장비 및 구조물을 검사 유지 보,

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비 및 구조물의 효율적

인 검사방법을 찾고 있다.

용접품질을 저해하는 균열 슬래그 혼입(crack),

기공 등의 결함은 부품의(slag inclusion), (porosity)

수명을 급속히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용접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하고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설비나 부품의

기계적 성능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

고 있다 이러한 용접품질 평가를 위하여 외부인자.

를 이용한 간접적검사 파괴검사 그리고 비파괴검,

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간접적검사.

는 용접공정 중 측정되는 인자를 이용하여 용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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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creasingly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concentrated on industries to reduce the

operating costs. Industries such as gas, oil, petrochemical, chemical, and electric power have employed

for the operation and used for large equipment or structures that require a high capital investment. In

order to meet these requirements, the industries are increasingly moving toward saving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and computer simulation. Therefore industries to reduce the maintenance costs without

compromising the operational safety have been forced on finding for better and more efficient methods

to inspect their equipment and structures. In this study, it focused on the development the real-time

non-contract monitoring system as an efficient tool for the experimental study of weld defect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d voltage and inpu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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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

드의 폭을 측정하거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용

접부의 표면온도 냉각률 방사에너지 등을 측정하, ,

여 용접품질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

간접적 측정은 용접품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파괴검.

사는 가장 확실한 용접품질 평가 방법이지만 용접,

품질 검사를 위하여 제품을 파괴해야만 하는 단점

을 갖고 있다 결국 산업현장에서 실제 용접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샘플링 검사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 ,

체에서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해외공사를 수주하

기 위해서는 용접구조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

서 직접적으로 용접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법이 요구되고 있다 비파괴 검사에 사용되는.

센서로는 와 가Ultrasonic sensor Magnetostric sensor

사용되고 있으며 는 처음 목표를, Ultrasonic sensor

향해 펄스가 전송되고 그 결과 에코가 검파되어

처음의 전송과 에코 검파 사이의 경과된 시간으로

음파의 속도와 관련하여 거리로 환산할 수 있고,

는 자성체 주변에 설치된 코일의Magnetostric sensor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자성체의

물리적 변형길이부피변화 및 자기장의 전압 변( , )

화를 측정할 수 있어 탄성파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용접품질 검사는 육안검사와

파괴검사를 통한 샘플링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비파괴검사로는 방사선 검사 접촉식 초음파, ,

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접촉식 비파.

괴 검사장치 개발에 대해서는 주로 연구소와 대

학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1~4) 최근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통해서 획득한

시험결과가 방사선투과시험 필름과 같이 결함영

상과 동일한 경향을 응용하려는 연구가 수행중이

다 따라서 기계적 이송장치를 통해 초음파 탐촉.

자를 이동시키면서 초음파 결함신호를 획득한 후

이로부터 영상을 구축하는 장치들이 품질C-scan

안전기술원 카이텍 대한검사기술 엔디티엔지니, , ,

어링 등에서 연구 되고 있다.
(1) 또한 기구부를 빠

르고 단순한 이송방식으로 차원의 영상까지 얻3

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상배열탐상기법이

연구 중이다 인디시스템을 이용한 표면직하결함.

의 영상화를 위한 위상배열 초음파탐상시스템과

컴퓨터 연계형 위상배열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2) 특히 결함의 종류판별에 있어서

신경회로망이나 전문가시스템 등의 기법을, TIFD

활용하는 지능형 의사결정기법이 연구되고 있고,

결함의 크기 산정부문에 있어서 MCTD, TOFD,

등의 기법이 개발 중에 있다 신호해석기TOFE .

법과 더불어 결함신호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정량

적 결함 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신호 예A-Scan

측 모델링 기법 초음파 영상 예측 모델링 유도, ,

초음파의 분산 예측 모델링에 관한 연구개발도

수행 중에 있다.
(3,4)

국외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

심으로 북미그룹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 ,

으로 한 유럽연합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초음.

파검사분야의 연구개발은 기존의 직접접촉 탐상

방법에 의한 초음파탐상방법에서 비선형A-scan

평가기술 비접촉 탐상기술 개발 자동인식 평가, ,

기술 위상배열기술 등의 자동화지능화고기능화, ․ ․
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5~12) 또한 자왜 현상

을 이용한 유도초음파 가진방식(Magnetostriction) ,

전자기음향센서방식 빗살형태의 배열형 압전센,

서 방식 등 다양한 비파괴 검사방법이 개발되어

검사 목적과 대상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초음파

센서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응용분야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6) 유도초음파의 응용연구

로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의 SwRI(Southwest

그리고Research Institute) EPRI(Electric Power

를 중심으로 철도 레일 검사 석Research Institute) ,

유 화학설비 검사 교량 검사 등의 대형 설비진,

단 분야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7,8) 영국

의 교수팀에서는 저주파Imperial College CAwley

유도초음파를 사용하여 석유화학 배관의 부식 및

결함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pitting ,

부 기술은 상용화한 단계에 와있다 그리고 신일.

본제철과 사 그리고 사 등에서는Mitsubishi Hitachi

의 철강소재의 비파괴시험을 비접촉탐상법1000℃

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9~11) 현재,

센서를 이용한 용접부에서의 결Magnetostrictive

함검출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독일의NIST, IzfP

와 미국의 Rockwell International Science Center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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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비접촉식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입력변수

와 출력신호의 관계를 기초로 용접결함을 찾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magnetostrictive 센서

검사 시스템의 성능과 한계를 세부적으로 연구하

고 다양한 결함크기에 대해 특성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결함신호와 결함 크기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분석을 통해 개발된

수학적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은. Table 1

산업별 용접관련 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Fig.

은 산업에서 용접이 차지하는 생산액을 나타낸1

다.

Table 1 Ratio of industrial by welding relation

expenditure

Fig. 1 Productive misfortune of industrial by

welding

성능분석 및 실험2.

센서 성능분석2.1 Magnetostrictive

본 연구의 센서의 성능분석을magnetostrictive

위해 의 초음파를 사용하여 결함이 없는 평5MHz

판 시험편에 신호를 통과시킨 후 신호를 수신을

하였다 는 의 초음파 신호를 사용하여. Fig.2 5MHz

평판시험편을 통과하여 얻은 초음파신호이다 첫.

번째 신호 는 센서부에 인가된 신호이며 신호A

는 시험편의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이다 신호B .

는 시험편을 통과하여 반사되어온 결함부와C, D

밑면의 신호이며 신호 는 초음파가 시험편에, E

반사되어 왕복한 신호이다 의 간격은 시험편의. 1

표면에 반사된 시간 센서부와 시험편 표면간의(

거리 이며 의 간격은 시험편의 바닥으로부터 반) , 2

사된 시간 시험편의 두께 을 나타낸다( ) .

2.1.1 Lift-off에 따른 magnetostrictive 센서의 성

능 분석

센서를 이용한 초음파 발생의Magnetostrictive

실험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에 따른 센서의 성능분석lift-off magnetostrictive

이다 즉 시험편의 특성 두께 재질 전자기적 특. ( , ,

성 에 의존하여 초음파 발생정도가 결정된다 센) .

서에서 시험중에 여러외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험편과 센서의 변화에 따라 센서의 측정lift-off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화에 따른 최. , lif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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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gnal data obtained at specimen using

5MHz of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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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를 찾기 위해 센서의 를 에lift-off lift-off 0mm

서 까지 증가시키면서 시험편과 결함부의6.1mm

신호를 측정하여 각 신호 값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센서의 성능분석을 하였다 은 시험. Fig. 3

편에 대한 증가에 대한 신호를 나타내었으lift-off

며 은 증가에 대한 결함부의 신호를, Fig. 4 lift-off

나타낸다 에서는 시험편 결함부의 신호의. Fig. 4

크기가 밑면신호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

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시험편의 결함을 투과한.

초음파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호 크기.

는 가 증가하면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lift-off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각 신호의 감쇠율

은 다음 식으로 산출하였다.

감쇠율 =
 

(1)

신호값: ,  프로브 길이: , 음파의 진행거리:

Fig. 3 Signal amplitude on specimen and according

to various of lift-off specimen bottom signal

Fig. 4 Signal amplitude on specimen and according

to various of lift-off specimen defect signal

시험편 밑면신호와 결함부신호의 감쇠율은 각각

와 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0.42 0.43 . magnetostrictive

센서의 변화에 대한 센서의 측정성능을 검lift-off

증하였다.

센서의 측정거리 분석2.1.2 Magnetostrictive

센서의 수평횡파의 감쇠율을Magnetostrictive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결함이 없는 평판 시험편

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시험편의 길이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반사되어온 신호를 수신하였다 이때.

발생된 초음파 신호는 시험편의 양단을 반사와

산란 흡수에 의해 감쇠하면서 왕복하며 중앙에

놓인 센서에서 초음파 신호를 수신한다 일반 철.

에서의 초음파의 경우 로 속도가 일정5,900m/sec

하기 때문에 반사되어온 신호의 간격이 일정하

며 초음파가 일정한 거리만큼 더 진행할 때마다,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는 수신된 각 신호. Fig. 5

의 피크점들을 연결한 것이며 초음파가 진행하면

서 분산과 재료내 감쇠효과에 의해 신호의 크기

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센서를 이용하면 최대, magnetostrictive

까지 원거리 탐상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15m

었다.

실험2.2

센서를 이용한 비접촉식 결함Magnetostrictive

검출을 위하여 인공 시험편은 제작하여 모의실험

을 시행하였다.

실험 준비2.2.1

시험편은 대형구조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Fig. 5 Signal amplitude using horizontal transverse

wave(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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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구조용 탄소강인 을 사용하였으며SS400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기로Fig. 6 200×60×15mm

제작하였다.

실제 비파괴평가의 목적인 내부결함의 검출을

위해서 재료내부에 인공결함을 부여하기 위해 직

경 의 홀 가공을 수행하였다 또한 홀간2 10mm .～

중심간 거리를 로 하였고 표면으로부터의20mm ,

거리 를 까지 간격으로 제작을(H) 5 25mm 5mm～

하였다 여러가지 결함을 갖고 있는 시험편의 종.

류는 에 나타내었으며 은 개발된 장Table 2 Fig. 7

비의 성능평가를 위해 제작된 시험편을 나타낸다.

Table 2 Experimental layout using orthogonal array

번호
깊이
(mm)

결함간격
(mm)

결함크기
(mm)

1 5 20 2, 3, 4, 5, 6, 7, 8, 9, 10

2 10 20 2, 3, 4, 5, 6, 7, 8, 9, 10

3 15 20 2, 3, 4, 5, 6, 7, 8, 9, 10

3 20 20 2, 3, 4, 5, 6, 7, 8, 9, 10

Fig. 6 Geometry of weld joint for welding

distortion test employed

Fig. 7 Experimental specimen

실험 방법2.2.2

센서부로부터 입력된 전압값을Magnetostrictive

신호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신한 데

이터와 센서부로 수신된 입력전압을 모니터링하

였다 또한 측정시간에 따른 측정거리별 결함신.

호를 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센서부로부MATLAB

터 인가된 신호 시험편의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 ,

결함부와 밑면의 신호를 구분하였다 은 실. Fig. 8

험과정의 전반적인 개요를 도식화한 것이다.

실험결과 및 고찰3.

결함 분석 신호3.1

는 인공 결함을 가진 시험편을 이용하여Fig. 9

센서의 입력변수와 출력신호를 분석magnetostrictive

하여 각 결함에 대한 센서부로부터 입력받은 신호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은 측정시간별. Fig. 10

측정거리에 따른 시편 결함 분석 신호이며 그래프,

오른쪽의 그레이레벨은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다.

다중반사신호3.2

센서부로부터 인가된 신호와 시험편의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를 이용하여 도출한 신호데이터를 통해

서 결함부와 밑면의 신호를 구분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함부가 아닌 부분에서 산란으

로 인한 다중반사신호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위해 결함부가 아닌 부분에서 산란으로 인한 다

중반사신호를 단시간 퓨리에 변환(Short-time Fourier

기법을 이용한 필터링 처리를 수행하였다transform) .

아래의 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주파수 성분을

담고 있는 성분을   라 하면 시간에 대한 주파,

수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Fig. 8 Schematic diagram for a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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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mm defect signal

(b) 10mm defect signal

(b) 15mm defect signal

(d) 20mm defect signal

Fig. 9 Signal data obtained at 5~10mm depth

defect to a sensor

(a) 5mm depth defect

(b) 10mm depth defect

(c) 15mm depth defect

(d) 20mm depth defect

Fig. 10 Signal data that was inserted from a various

depth defect to a sensor before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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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mm depth defect

(b) 10mm depth defect

(c) 15mm depth defect

(d) 20mm depth defect

Fig. 11 Signal analysis according to change of

depth defect to a sensor after filtering

   
∞

∞

        (2)

   창 함수    측정하

고자 하는 일부의신호

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Fig. 11 (Short-time Fourier

기법을 이용한 필터링 처리를 수행한transform)

이후 측정시간과 측정 거리에 따른 시편 결함분

석신호이며 그래프 오른쪽의 그레이레벨은 신호,

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 결과 결함부가 아닌 부. ,

분에서 산란으로 인한 다중반사신호는 제거가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함 신호와 결함 크기의 상관관계 분석3.3

결함신호와 결함크기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결과로부터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pression

방법을 이용하여 직선방정식을 개발하였다analysis) .

    (3)

결함신호의 크기 결함부의 크기A: (mV) , H: (mm)

개발된 수학적 방정식의 정확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을 이용하였으며(variance technique) ,

은 선정된 직선방정식의 산출표준오차Table. 3

복합상관계수(standard error of estimate), (coefficient

그리고 결정계수of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of

를 나타낸다 과 을 통해determination) . Table 3 Fig. 13

선정된 직선방정식을 이용하여 결함신호에 의한 결

함크기 값을 산정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신뢰성도 확인하였다.

Fig. 12 The value of amplitude signal in accordance

with the defect size and defec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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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Equation for

the Straight Line on defect Signal and defect

Size

No. of

equation

Standard error

of estimate

Coefficient of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3 0.476 0.968 96.7

Fig. 13 Comparison between the predicted and

measured defect

이종재질의 결함 분석3.4

검사 시스템 성능 평가Magnetostrictive Sensor

를 위해 이종재질에 따른 결함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험편의 재질은 알루미늄합금. (Al 6061)

을 사용하였으며 크기로 제작하였, 200×30×15mm

다 재료내부의 인공결함은 시편 폭방향 중심선.

을 기준으로 직경 의 홀 가공을 하였으2 10mm

며 홀간 중심간 거리를 로 제작하여 인공결20mm

함 신호 측정 및 필터링 과정을 거쳐 결함신호를

검출하였다. 는 기계구조용 탄소강Fig. 14 (SS400),

알루미늄합금 강의 인공결함 신호 측정(Al 6061)

및 필터링 과정을 걸쳐 검출된 결함의 위치 및

크기를 나타낸다 를 통해 인공결함의 크. Fig. 14

기는 대체적으로 신호의 크기와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의 경우 결함의 크기가 약간 크게Al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센서부로부터.

인가된 초음파신호가 재질에 대한 특성치 음파속(

도 음파장애 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 )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S400

(b) Al 6061

Fig. 14 Variations of the measured defect signal for

defect depth

결 론4.

다중반사신호로 측정된 초음파 신호의 주파(1)

수 특성을 파악하여 단시간 퓨리에 변환 기법을

이용한 필터링 처리를 수행하여 결함부가 아닌

부분에서 산란으로 인한 다중반사신호는 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서의 결함검출 성능을 평(2) Magnetostrictive

가하기 위해 다양한 결함 크기 및 깊이를 가지는

시험편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결함부를 통과,

한 신호의 도착시간을 확인하여 결함위치 및 크

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직선방정식(3)

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직선방정식을 이용하여,

결함신호에 의한 결함크기 및 위치 값을 예측할

수 있었다.

(4) 센서의 결함검출 성능을 평Magnetostrictive

가하기 위해 탄소강 과 를 이용하여 시(SS440) Al

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 인공결함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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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신호의 크기와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의 경우 결함의 크기가 약간 크게 나Al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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