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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변형(magnetostriction) 현상은 자기장과 역학적 

변형 사이의 연성 현상으로서(1,2) 다양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로 응용이 가능하고, 탄성초음파의 가진 및 

측정을 위한 트랜스듀서 역시 자기변형의 응용 사례 

중 하나이다. 특히, 얇게 제작이 가능하여 가공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강한 자기변형량을 지닌 패치 형태의 

강자성 재료가 개발되어, 최근 이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용 자기변형 탄성초음파 트랜스듀서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소개되고 있다.(3~8) 자기변형 패치 트랜스듀서는 

강구조물 자체의 자기변형성을 이용하여 탄성초음파를 

발생시키던 기존의 방법에서 발전되어 자기변형성이 

구조물에 비해 훨씬 더 큰 재질을 구조물에 부착하여 

탄성초음파를 가진 또는 측정함으로써, 구조물의 

재질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출력 및 민감도의 

비약적인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더불어 구조물에 

Key Words : Bulk Shear Wave(체적전단파), Ferromagnetic Patch(강자성 패치), Magnetostrictive Transducer(자기

변형 트랜스듀서), Radiation Pattern(방사 패턴) 

초록: 최근 가공성이 우수하고 강한 자기변형성을 가진 강자성 패치가 소개되면서, 이를 이용한 탄성초음파 

변환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자기변형 패치 트랜스듀서는 SH파와 비틀림파 등 전단파 변환 성능이 우수하여 

비파괴평가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유도초음파 변환에 집중된 반면 

체적초음파에는 아직 적용이 된 예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변형성이 큰 재질 중 하나인 철-코발트 합금을 

이용한 체적전단파 트랜스듀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트랜스듀서는 강자성 패치, 코일, 영구자석, 요크를 

포함하여 모듈형으로 설계되었고, 실험을 통해서 파형 및 방사 패턴 등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트랜스듀서는 신호대잡음비 및 방사패턴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results of many studies have clarified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magnetostrictive transducers in which 

a ferromagnetic patch is used for the transduction of guided shear waves; this is because a thin ferromagnetic patch with strong 

magnetostriction is very useful for generating and detecting shear wave. This investigation deals with bulk shear wave transduction 

by means of magnetostriction;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guided shear waves. A modular 

transducer was developed; this transducer comprised a coil, magnets, and a thin ferromagnetic patch that was made of Fe–Co alloy. 

Som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transducer. Radiation directivity pattern of the 

developed transducer was obtained, and a test to detect the damage on a side drill hole of a steel block specimen was carried out. 

From the results of these tests, the good performance of the transducer for nondestructive testing was verified on the basis of the 

signal-to-noise ratio and narrow beam directivity. 

§ 이 논문은 2010 년도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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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되는 패치의 형상 등을 적절히 설계하면, 출력 및 

모드 선택성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무엇보다도, 자기변형 패치의 도입은 

전단파(shear wave) 변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SH 파 및 비틀림파 변환을 위한 트랜스듀서에 

응용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기변형 패치를 적용한 

탄성초음파 트랜스듀서 연구는 판형 구조물에서 

SH 파 및 원통형 구조물에서 비틀림파 등 

유도초음파(guided wave)에 집중되어 왔을 뿐 

체적초음파(bulk wave) 변환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이는, 압전 트랜스듀서와 

비교할 때 자기변형 패치 트랜스듀서가 전단 

유도초음파 변환에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체적초음파의 변환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압전 트랜스듀서가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변형 패치를 이용하여 

체적전단파(bulk shear wave)를 변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체적전단파의 변환을 위해 먼저 

자기변형 패치를 이용한 트랜스듀서를 제작하였다. 

트랜스듀서는 자기변형 패치, 코일, 영구자석 및 요크 

등으로 이루어지며, 모듈형(9,10)으로 설계하여 액상 

전단 커플런트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주기성 평면형 코일(periodic planar solenoid)을 

적용하여 전단수평파(shear horizontal wave)가 

발생하도록 고안하였다. 이 때, 자기변형 패치로 철-

코발트 합금을 이용하였다.(11) 제안한 트랜스듀서의 

체적전단파 변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탄소강 시편에서 탄성파를 측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체적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사패턴(radiation pattern)을 측정하고 

이를 이론값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파괴검사의 

주 목적인 결함 검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 

측면관통결함(side drill hole)이 있는 시편에서 결함 

탐상 시험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자기변형 트랜스듀서는 

신호대잡음비(S/N ratio)가 크고 집중된 방사패턴을 

갖는 우수한 체적전단파 변환 성능을 보였다. 

또한, 직경 1 mm 의 관통결함에도 상당한 

민감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적전단파 

트랜스듀서는 경계면에서 반사 또는 굴절시에 

모드변환이 없는 전단수평파의 변환이 용이하므로 

향후 이종금속 용접부 등과 같은 다층구조물의 

비파괴검사에 많은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자기변형 패치 트랜스듀서 

일반적으로 강자성 물질은 동일한 스핀 배열을 

가지는 자구(magnetic domain)이라는 미세 조직으로 

구성되고, 자구들은 자연상태에서 무질서한 분포를 

갖는다. 강자성체가 외부자기장에 의해 자화 

(magnetization)될 때 강제적으로 스핀배열이 수정되고 

자구벽(domain wall)이 이동하면서 강자성 물질에 

변형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기변형이라고 

한다.(12,13)  

자기변형 현상은 대개 철, 니켈, 코발트를 비롯한 

강자성 재질(ferromagnetic material)에서 발생하는데 

1970 년대 들어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등의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을 함유한 거대 

자기변형(giant magnetostriction) 재질이 개발되면서, 

지능재료로서 자기변형의 응용 연구가 급속도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12) 최근, 성형성이 좋으면서도 

비교적 자기변형량이 큰 박판 패치 형태의 철-코발트 

합금이 소개 되면서 이를 구조물에 부착하여 

전단유도초음파 가진 및 측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강자성 재질에 정자기장(static magnetic field)과 

동자기장(dynamic magnetic field)을 수직으로 인가하면 

재질은 전단변형을 겪는다.(14) 따라서,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변형 패치에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정자기장을 인가하고, 미앤더 코일을 

이용하여 이와 수직한 방향으로 동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변형 패치에 Fig. 1(b)처럼 전단변형이 일어난다. 

만약, Fig. 1(c)와 같이 자기변형 패치를 구조물에 

부착하면 패치의 변형 에너지가 구조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전단 탄성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 

미앤더 코일의 선간격( d )과 구조물로 전파되는 

탄성파의 파장( eλ )과의 관계에 따라서 구조물로 

침투하는 파의 진행 방향( α )이 결정되고,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e

e
f

c
d == λαsin2           (1) 

여기서, c는 파속, ef 는 가진주파수를 나타낸다. 

식 (1)에 따르면, 가진주파수가 dc 2/ 이면 파가 

패치가 부착된 부분으로부터 구조물의 표면을 따라서 

전파하고, 가진주파수가 커질수록 파가 구조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패치에 

발생하는 변형은 수평방향 변형이므로 SH 파가 

발생하 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진주파수가 dc 2/  

보다 커지는 값을 갖도록 하여 구조물 내부에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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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The schematic diagrams of (a) the magnetostrictive patch transducer for shear waves, (b) shear deformation in a 

magnetostrictive patch, and (c) driving of bulk shear waves into a structure 

 

 

진행방향으로 침투하는 체적전단파를 발생시켰다. 이

를 위해서 Fig. 2 와 같이 모듈형 자기변형 트랜스

듀서를 제작하였다. 모듈형 트랜스듀서(9,10)는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패치를 구조물에 부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이 간편하고, 패치의 소모가 적어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트랜스듀서 구성요소들 사

이에 상대적인 위치를 고정할 수 있으므로 신호의 

반복성이 좋다. 액상 전단커플런트(liquid shear 

couplant)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플런트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접촉법을 이용하여 탄성파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선 간격 1.55 mm인 평면형 솔레

노이드(planar solenoid) 코일로 구성된 자기변형 패

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였고, 가진 주파수( ef )를 

2.25 MHz 로 정해 전기 임피던스 정합 회로를 구

성하였다.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바이어스 자석

과 요크, 강자성 패치는 바이어스 자기장이 패치

에 잘 인가되도록 하기 위해 폐자기회로(closed  

 
 

(a)                        (b) 
 

Fig. 2 (a) The schematic diagram and (b) the photograph 

of the modular bulk shear wave transducer 

 
magnetic circuit)를 이루도록 설계하였다. 자기변형 

소자인 철-코발트 합금 패치의 크기는 25 mm× 25 

mm × 0.15 mm 이며, 영구자석으로 3 mm × 3 

mm× 25 mm 크기의 네오디뮴 자석 한 쌍을 사용

하였다. 코일은 각 3회 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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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단체적파 빔 방사 패턴 

방사패턴은 탄성파 트랜스듀서의 중요한 특성 

중하나이므로 제안한 트랜스듀서의 빔 방사 패턴

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와 

같이 반원통형상의 시편을 준비하고 제작한 자기

변형 트랜스듀서 모듈과 중심주파수 2.25 MHz 의 

압전 방식 상용 전단파 트랜스듀서를 각각 설치하

였다. 시편으로 반지름 50 mm의 스테인레스 스틸

로 만들어졌다. 이 때 시편 곡면에 트랜스듀서를 

적용하기 위해서 웨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시

편과 웨지 및 트랜스듀서는 Sonotech 사의 액상 

전단커플런트를 매개로 하여 접촉하였다. 

 RITEC 사의 RAM-10000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파

수 2.25 MHz 인 2 cycle 의 정현파를 트랜스듀서에 

공급한 후 NF 사의 differential amplifier 5307 를 이

용하여 신호를 측정하였다. 방사패턴의 확인을 위

해 측정 트랜스듀서를 90 ~ 90− o o 까지 약 2o 간격

으로 이동해 가면서 측정하였다 

 

 
Fig. 3 Experiments for the radiation pattern of the proposed 

transducer in a stainless steel test specimen 

 
Fig. 4 The measured bulk shear wave signal with proposed 

transducer at the measurement angle 27 degree 

Fig. 4 는 방사각 27 도에서 측정된 신호를 보여

주고 있다. 두 트랜스듀서 사이의 거리(시편의 두

께 50 mm, wedge 두께 6 mm)를 고려하여 측정된 

펄스의 속도를 계산하면 약 3100 m/s 로, 측정된 

파가 전단파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보듯

이 측정된 신호는 전형적인 탄성파 펄스의 파형을 

보이고 있으며, 신호대잡음비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 파는 거의 측정되지 않는다.  

Fig. 5 의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값은 각 

각도에서 측정된 펄스의 크기이다. 제안한 트랜스

듀서는 중심축에 대해 대칭적 구조를 가지므로 초

음파 방사패턴 역시 0 도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

타나 두 개의 주엽(main lobe)을 갖는다. 주엽의 폭

은 좁고 부엽(side lobe)의 크기가 작아 지향성이 

우수하다. 식 (1)에서 전파각을 구하면 아래와 같

다. 

°=









××

=









=

−

−

39.26   

MHz 2.25  mm 55.12

m/s 3100
sin   

2
sin

1

1

edf

c
α

   (2) 

 

Fig. 5 에서 실험에서 구한 주엽의 방향각 역시 약 

27 도로서, 식 (2)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제안한 전단체적파 자기변형 트랜스듀서의 방사

패턴의 검증을 위해 간략한 2 차원 음장해석 모델

을 수립하였다. Fig. 6 과 같이 트랜스듀서의 단면

을 가정한 모델에서, 자기변형 패치 내에서 자기

장이 큰 값을 갖는 지점을 이상적인 점음원으로 

가정하였다. 임의의 측정지점 p 에서 각 점음원 m

으로부터 응답( mR )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15) 

 

 
Fig. 5 Radiation pattern of the proposed bulk shear wave 

transducer by experiments and theoretical analysis 



철-코발트 합금 패치로 구성된 자기변형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체적전단파 발생 및 측정 

   

 

1079 

 
 

Fig. 6 A sound field analysis model for the radiation 

pattern of the proposed transducer 

 

 

( )
4

2 mj kr t

m

m

R e
kr

π
ω

π

− +
=           (3) 

 

여기서 k 는 파수(wave number), ω 는 각주파수

(angular frequency), mr 은 두 지점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측정지점 p 에서 총 응답( R )은 각 점음원의 영향

이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5

1m

mmRAR              (4) 

 

각 점음원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점음원

의 위상값만 바뀌므로 식 (4)에서 각 점음원의 가

중치 mA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mmA = −                (5) 
 

 위의 식 (3-5)를 이용하여 제안한 트랜스듀서의 

방사패턴을 계산하면 Fig. 5 의 실선으로 표현된 

값을 얻을 수 있다. 실험의 까다로움과 이론해의 

여러 가정을 고려하면, 방사패턴의 실험 결과와  

이론값이 아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

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이론적 해를 이용하여 제

안한 트랜스듀서의 방사패턴을 쉽게 구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트랜스듀서를 적용할 

때, 주파수, 코일 간격 및 선의 개수 등의 트랜스

듀서 파라미터의 영향을 쉽게 추정하므로써 파라

미터의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시편 적용 시험 

제안한 체적전단파 트랜스듀서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서 결함 탐상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7

과 같이 직경 1 mm 의 측면 원형 관통 결함이 있

는 높이 100 mm 의 탄소강 시편을 마련하고 각각  

 
(a) 

 
(b) 

 

Fig. 7 (a) The configuration and (b) the photograph of the 

installed transducer and a test specimen for damage 

detection testing with the proposed transducers 

 
체적전단파 가진 및 수신을 위한 한 쌍의 트랜스

듀서를 설치하였다. 이 때 가진 트랜스듀서는 방

향각이 결함을 향하도록 위치를 고정한 채로 수신 

트랜스듀서를 이동하면서 결함으로부터 신호를 측

정하였다. 가진 신호로는 주파수 2.25 MHz 의 2 

cycle 정현파 신호를 이용하였다. 

Fig. 8(a)는 수신 트랜스듀서가 가진 트랜스듀서로

부터 발생된 체적전단파가 시편 바닥으로부터 반

사되는 것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거리( 4l )가 

101.89 mm( 2 2

1 12 ( / cos )l lα − )인 위치에서 측정된 

신호이다. 약 72 sµ 에서 바닥에서 반사파가 매우 

깨끗하게 잘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33 sµ  이

후에서 측정되는 작은 신호는 표면을 타고 직접 

전달되는 표면파(Rayleigh surface wave)이다. 

Fig. 8(b)는 수신트랜스듀서의 상대거리가 결함 신

호가 잘 측정될 수 있는 위치인 76.42 mm 일 때 

측정된 신호이다. 이 경우에는 약 54 sµ 에서 앞

서 측정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결함에 반사된 신

호가 잘 측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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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8 The measured signals with the proposed transducers 

arranged to detect (a) bottom reflected wave and (b) 

side drill hole reflected wave 

 

Fig. 8 의 실험 결과에 의해, 제안한 트랜스듀서가 

결함 탐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강자성 재질의 자기변형을 이용한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주로 전단 유도초음파의 변환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여, 체적전단파를 발생 및 

측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체적전단파의 

효율적인 발생을 위해서 자기변형성이 우수한 재질인 

철-코발트 합금 패치, 평면형 솔레노이드, 영구자석, 

요크 등으로 이루어진 모듈형 자기변형 트랜스듀서를 

설계 및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트랜스듀서는 신호대 잡음비가 크고, 빔 

지향성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쐐기의 사용이 없이도 

경사입사가 가능하고 미앤더 코일의 선각격을 

조절함으로써 입사각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결함시편에서 체적전단파를 

이용한 결함 탐상 시험을 수행하여 체적전단파를 

이용한 결함 검출 성능이 상당히 우수함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전단수평파는 경계면에서 모드변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안한 트랜스듀서는 다층구조물 

에서 결함탐상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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