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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검사용 고성능 결함탐상기를 위한 압전변환기를 구현하였다. 여기서는 압전변형상수와 전

기기계 결합계수 등과 같은 주요 특성에 대한 설계 목표치를 먼저 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설계 및 제작에 활용하였다. 시편을 이용한 실험 결과, 제작된 PZT 세라믹은 목표치들을 매우 잘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진 주파수에서 매우 향상된 임피던스 특성과 초음파 발생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압전변환기가 적용된 초음파 결함탐상기는 기존 탐상기보다 증가된 결함 검출이득을 제공한다. 따라서 새로

운 결함탐상기는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의 검사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piezoelectric transducer for high performance ultrasonic flaw detector used in non-destructive 

test (NDT) is implemented. Here, the goals for some major characteristics such as piezoelectric strain constant and 

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are fixed in advanced. Then, the parameters obtain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FEA) are exploited to design and implement the piezoelectric transducer. As a result of experiments using 

manufactured samples, it is proved that the new PZT ceramics satisfy the goals very well. It has much improved 

impedance characteristic at the resonant frequency and generation of ultrasonic signals. In addition, ultrasonic flaw 

detector with the new transducer provides increased flaw detecting gain than the conventional one.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new flaw detector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improve reliability of the NDT.

키워드 : 압전변환기, 압전 센서, 초음파 결함탐상기, 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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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동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과 이로 인

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자연 발생적

이거나 인위적인 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와 관리는 국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수조건으로 되

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형 건축물이나 교량, 원자

력발전소, 선박, 항공기 등 대형 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

성 평가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비파괴검사진흥법

을 2006년 제정/시행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요 공공시

설에 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 NDT)는 대형 구조

물뿐만 아니라 고압 용기, 배관용 파이프, 베어링 등과 

같은 중소형 구조물이나 기계 부품과 소재 등의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1]. 

비파괴검사에는 적용분야와 검사체의 특성에 따라 방

사선 투과탐상(radiographic testing)[2], 초음파 탐상

(ultrasonic detection)[3], 자기 탐상(magnet particle 

flaw detection), 침투 탐상(penetrate inspection)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방사선 투과

방식과 초음파 탐상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투과방식은 거의 모든 재질의 검사체에 적용

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내부 결함에 대한 검출능력이 우

수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검사장비

의 휴대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방사능 

물질에 피폭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초음파 탐상방식은 우수한 투과력으

로 인하여 검사체 내부의 깊은 결함과 미세 결함에 대

하여 방사선 탐상법에 비견될 만큼 높은 검사 신뢰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재질에 대한 적용성과 장비의 휴대성 

측면에서 방사선 투과 방식보다 유리한 특징이 있다. 

또한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하므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정보기기들을 활용한 IT 

융복합 기술 기반 검사장비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최근

에는 초음파 탐상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 탐촉자(ultrasonic transducer)는 초음파 결함 

탐상기의 핵심 부품이다. 이는 진동을 이용하여 초음파

를 발생시키는 압전 센서(piezoelectric sensor)와 진동

에 의한 압전체의 손상을 완화시키는 흡음재(damper) 

그리고 부속 전기회로 등으로 구성된다[3]. 이러한 탐촉

자의 검출성능은 검사체의 형상이나 재질, 결함의 크기

나 형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압전 재료, 전기적 

특성, 케이스 조립방법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의 영향

을 받는다. 특히, 비파괴검사 탐촉자를 위한 압전변환

기(piezoelectric transducer)는 송수신 효율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PZT 세라믹스와 압전성 고분자(piezoelectric 

polymer) 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다[4]. 하지만 비파괴

검사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탐촉자용 압전변환기

는 엄격해지는 결함 검출 신뢰성과 검사 속도의 향상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검사용 고성능 탐촉자를 위한 

압전변환기를 구현하고 이를 적용한 초음파 탐상기의 

성능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범용 탐촉자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도록 압전변형상수(piezoelectric 

strain constant)와 전기기계 결합계수(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등과 같은 주요 특성에 대한 설계 목표

치를 먼저 정한다. 주파수에 따른 진동 특성을 유한요

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압전변환기를 설계한다. 마지

막으로 제작된 변환기가 적용된 비파괴검사용 초음파 

탐촉자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II장에서

는 비파괴검사를 위한 초음파 탐촉자와 이의 핵심부품

인 압전 소자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III장에

서는 기존 초음파 탐촉자보다 향상된 성능을 가지는 압

전 세라믹의 구현과 실제 제작된 PZT 세라믹의 성능을 

실험으로 통하여 검증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결론과 향후 응용 방안을 IV장에 제시한다.

Ⅱ. 압전 소자 및 초음파 탐촉자의 특성

일반적으로 고체는 외부로부터 기계적 응력을 받으

면 그 힘의 세기에 비례한 변형이 발생된다. 하지만 압

전 재료의 경우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변형과 함께 전기분극(polarization)이 발생되며, 

이를 압전 정효과(piezoelectric direct effect)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압전 재료에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기계적 

변형을 유발시키는 것을 압전 부효과(piezoelectric 

converse effect)라고 한다. 이러한 압전 효과의 발생 원

리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F는 압전 소자에 작

용하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고 P는 분극방향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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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는 소자에 가해지는 힘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며, V는 소자의 외부에서 가하는 전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비대칭적 결정 구조를 가

지는 재료에 외부적인 응력이나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영구 쌍극자(permanent dipole)를 매개로 발생되는 기

계적-전기적 에너지 변환을 압전 현상이라고 한다[5].

(a)

A

F

F

P

Current

Current

A

F

F

P

Current

Current

(b)

F

PV

F

F

PV

F

그림 1. 압전 효과의 개념 (a) direct effect (b) converse effect

Fig. 1 The concept of piezoelectric effect (a) direct effect 

(b) converse effect

초음파를 이용하는 비파괴검사 기기의 경우 탐촉자

로 사용되는 압전 센서의 재료에 따라 결함 검출성능

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압전 소자의 재료로

는 단결정 세라믹스와 결정성 세라믹스가 주로 사용된

다. 단결정 세라믹스에는 수정, 황옥(topaz), 로셸염, 

LiNbO3 등이 있다. 하지만 초음파 신호의 송수신 효율

이 비교적 높아서 비파괴검사용 탐촉자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정성 세라믹스는 단결정 세라믹스보다 유

전율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PZT 세

라믹스 계열과 BaTiO3, PbNb2O6 등이 있으며, 폴리플

루오린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과 같은 압전폴리머와 PMN-PT 단결정 등도 이용되고 

있다[4].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ZT, PVDF, 

PMN-PT 단결정에 대한 특성들을 표 1에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표 1. 대표적인 초음파 탐촉자용 압전 재료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ypical piezoelectric materials 

for an ultrasonic transducer.

 주요 특성 (단위)  PZT  PVDF  PMN-PT

 밀도 (g/cm
3
)  7.5  1.78  8.0

 압전변형상수, d33 (pC/N)  300  -33  1780

 압전전압상수, g33 

 (10
-3

mV/N)
 24.8  -330  35

 전기기계 결합계수, K33 (%)  55  -  92

 음향임피던스 (MRayl)  33.7  3.9  28.8

압전변형상수는 외부에서 압전 소자에 작용하는 힘

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기분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

로 이 값이 커질수록 초음파 신호의 발생 특성이 우수

해진다. 이에 비하여 압전전압상수는 외부에서 인가되

는 전계에 의하여 발생되는 압전 소자의 변위를 나타낸

다. 따라서 압전전압상수가 커지면 초음파 수신특성이 

우수해진다. 전기기계 결합계수는 압전 소자가 발생시

키는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 간의 변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an×


                (1)

여기서  







이다. 그리고 


과 


는 PZT 

세라믹의 공진 주파수와 반공진 주파수를 각각 나타낸

다. 결합계수는 압전 소자의 주파수 특성과 매우 밀접

한 관계를 가지며, 이 값이 커질수록 압전 소자는 공진

형에 가까워지므로 협대역 주파수 특성이 향상되고 소

비전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초음파와 관련된 압전 소자의 응용 분야는 의

료용 초음파 진단장비, 소나(sound navigation and 

ranging, SONAR)나 수중 청음기(hydrophone)와 같은 

수중 음향탐지장비, 비파괴검사장비, 가습기, 모터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초음파 탐촉자에 적용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압전 소자의 특성은 적용 분야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다. 압전변형상수의 경우 150 pC/N 이

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유전율은 1 kHz 주파수에서 최

소 4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압전전압상수는 최소한 

20 (10
-3

mV/N)의 값을 가져야 초음파 탐촉자로서의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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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신/송신 또는 송수신 겸용 등의 용도와 요구되는 

주파수 대역 등에 따라 표 1에 나타낸 특성들의 적절한 

조합을 선정하여 초음파 탐촉자를 제작하여야 한다.

Ⅲ. 압전변환기의 제작과 성능 분석

3.1. 기존 초음파 탐촉자의 분석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고성능 초음파 탐촉자를 제

작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에서 사용되어 왔던 기존의 

초음파 탐촉자의 특성과 성능을 분석한다. 먼저 임피

던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기존 탐촉자에서 주파수의 변

화에 대한 임피던스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그림 2. 기존 초음파 탐촉자의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

Fig. 2 Impedance of a conventional ultrasonic transducer 

according to the frequency

대부분의 대역에서 주파수가 증가됨에 따라 임피던

스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공진 주파

수(resonant frequency)는 임피던스가 0인 주파수이지

만 실제 탐촉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주파수 대역

에 비하여 임피던스가 갑자기 크게 감소되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반공진 주파수(antiresonant frequency)는 이

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주파수이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주파수 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

우 큰 임피던스를 가지는 주파수이다. 따라서 그림 2를 

통하여 기존 탐촉자는 약 200 kHz와 5 MHz 부근 대역

에서 공진점과 반공진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10 

M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도 변곡점들이 발생되었

으나 이는 공진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고주파 

대역에서의 손실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탐촉자의 공진 주파수에서 압전 소자의 진동에 

의한 초음파 신호의 발생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해석법(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이용한 모

의실험 수행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유

한요소해석 분야의 대표적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를 이용하였다[6].

(a)

(b)

그림 3. 공진 주파수에서 기존 탐촉자용 PZT 세라믹의 진동 

특성 (a) 200 kHz (b) 5 MHz

Fig. 3 The vibration characteristic of PZT ceramic of the 

conventional transducer at the resonant frequencies (a) 200 

kHz (b) 5 MHz

200 kHz의 경우 압전 소자에는 분극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수축과 팽창하는 진동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록 공진이 발생하더라도 탐촉자의 지향 

방향과 초음파 발생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 

탐촉자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이에 비하여 5 MHz에서는 소자의 분극 방향과 동일

한 방향으로 복합적인 밴딩 진동이 발생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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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PZT  세라믹의 진동 형태와 변위 실험 결과 (a) 2.0 MHz (b) 3.9 MHz (c) 7.0 MHz

Fig. 4 Simulation results of the vibration and intensity of the new PZT ceramics according to the frequency variation 

(a) 2.0 MHz (b) 3.9 MHz (c) 7.0 MHz

이 경우 탐촉자는 우수한 고주파 초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2. 새로운 초음파 탐촉자의 제작과 성능 분석

기존 탐촉자의 특성 분석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검사를 위한 새로운 고성능 초음파 탐촉자를 제

작한다. 여기서 기존 대비 새로운 탐촉자의 제반 특성

에 대한 정량적 목표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기존 대비 새로운 탐촉자 구현의 정량적 목표

Table. 2 The numerical goals of new ultrasonic transducer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one

 주요 특성 (단위)  기존 탐촉자  새로운 탐촉자

 밀도 (g/cm
3
)  7.5  7.8

 압전변형상수 (pC/N)  300  400

 전기기계 결합계수 (%)  55  65

 신호 대 잡음비 (dB)  -  기존 대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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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주요 특성 목표치를 만족시키는 PZT 세라믹 

제작을 위하여 먼저 예상되는 공진 주파수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주

파수의 변화에 따른 진동모드 변화 모의실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주파수 분석 범위 1 kHz ~ 100 MHz에서 매우 다양

한 형태의 진동이 압전 소자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기존 탐촉자를 이용한 시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파

괴검사용 탐촉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초음파를 발생

시키기 위해서는 5 MHz 대역 부근의 고주파에서 그림 

3(b)와 유사한 형상의 진동이 적합하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7 MHz에서 발생

하는 진동형상이 탐촉자 지향 방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을 기반으로 PZT 

세라믹을 그림 5에 나타낸 것처럼 설계/제작하였다. 여

기서는 탐촉자 제작시 편리함을 위하여 한쪽 면에 두 

개의 전극이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a)

(b)

그림 5. 새로운 초음파 탐촉자용 PZT 세라믹 (a) 설계도 (b) 실

제작 시편

Fig. 5 New PZT ceramic for the ultrasonic transducer 

(a) design (b) manufactured samples

제작된 압전 세라믹 시편 3개를 대상으로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

내었다. 1 kHz ~ 100 MHz 까지 측정한 결과 10 MHz까

지는 주파수가 증가됨에 따라 임피던스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10 MHz 이후에 나

타나는 변곡점들은 공진 특성이라기보다는 고주파 영

역에서의 손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2에서 제시한 기존 탐촉자의 경우와 비슷

한 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롭게 제작된 압전 세라

믹들에서는 기존 탐촉자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예

상된 주파수 대역인 200 kHz와 7 MHz에서 공진점과 

반공진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탐촉자용 PZT 세라믹들에서는 기존 탐촉

자의 경우에 비하여 공진 및 반공진 주파수에서의 임피

던스 특성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

된 3개의 시편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

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진 및 반공진 주파수에서의 임

피던스 특성 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제작된 PZT 세라

믹은 기존의 초음파 탐촉자용 압전체에 비하여 매우 우

수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새로운 PZT 세라믹의 주파수 변환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

Fig. 6 Impedance of the new PZT ceramics with respect 

to the frequency variation

제작된 PZT 세라믹들이 표 2에 제시된 주요 특성의 

목표치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IEZO d33/d31 

Meter를 이용하여 압전변형상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

를 표 3에 나타내었다. 3개의 시편에서 측정된 압전변

형상수는 목표치인 400 pC/N에 비하여 불과 1.875% 이

내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탐

촉자용 압전 세라믹에 비하여 최소 30.8% 이상 향상된 

수치이다. 따라서 제작된 압전 세라믹은 기존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초음파 신호 발생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작된 시편으로부터 측정된 공진 주

파수와 반공진 주파수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 7 MHz와 9 M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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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작된 PZT 세라믹 시편의 압전변형상수 측정 결과

Table. 3 The piezoelectric strain constant measured with the 

new PZT ceramics samples

시편 번호 측정된 압전변형상수 목표치 대비 오차

1 392.5 pC/N 1.879%

2 398.5 pC/N 0.375%

3 402.2 pC/N 0.550%

(a)

(b)

(c)

그림 7. 새로운 초음파 탐촉자와 기존의 탐촉자를 이용한 결함 

검출성능 비교 (a) 실험 구성 (b) 기존 탐촉자의 성능 (c) 새로

운 탐촉자의 성능

Fig. 7 Comparison of the flaw detection performance 

exploiting ultrasonic transducers (a) the set-up of experi- 

ment (b)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transducer (c) 

the new transducer

이 값들을 (1)에 대입하면 압전 세라믹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나타내는 전기기계 결합계수는 약 K33 = 67%이

다. 따라서 제작된 압전 세라믹 시편들은 표 2에 제시된 

정량적 목표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된 PZT 세라믹을 적용한 새로운 비파괴검사용 

초음파 탐촉자와 기존 탐촉자의 결함 검출성능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림 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여

기서 그림 7(b)와 7(c)의 파형은 그림 7(a)에 보인 초음

파 탐상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

이다. 기존 탐촉자의 경우 신호 대 잡음비(signal-to- 

noise ratio, SNR)로 표시되는 검출이득(detection gain)

이 약 24.5 dB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새로운 탐촉자

를 이용하면 결함 검출이득이 30.5 dB로 기존 탐촉자 

대비 6 dB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측정된 

결함 신호의 크기측면에서는 2배 가량 증폭된 값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난 파형의 측정치도 이에 거의 

근접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PZT 

세라믹을 적용한 비파괴검사용 초음파 탐촉자는 표 2에 

제시된 신호 대 잡음비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해석

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검사용 고성능 탐촉자를 위한 

압전변환기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기존 

탐촉자보다 향상된 설계 목표치를 정하고 유한요소해

석 모의실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탐촉자용 압전 세

라믹 설계 및 제작에 활용하였다. 시편을 이용한 실험 

결과, 제작된 PZT 세라믹은 압전변형상수와 전기기계 

결합계수 등 주요 특성의 정량적 목표치를 충분히 만족

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제작된 압전변환기는 

공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 특성과 초음파 발생 특성이 

기존의 탐촉자용 변환기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압전변환기가 적용된 초

음파 결함탐상기는 기존에 비하여 6 dB 가량 향상된 결

함 검출이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탐촉자를 이용하는 경우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의 검사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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