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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체적파 혼합 기법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램파 기법에 적용하여 램파 혼합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램파 혼합 기법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결함이 없는 시편과 부식에 

의해 발생된 표면 결함이 있는 시편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조군으로는 램파의 지배적인 면

내변위와 면외변위를 가지는 모드 및 주파수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램파 혼합 기법으로도 결함 검출이 

가능하였고, 기존의 램파 기법의 경향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과 동일한 지배적인 변위와 

모드가 발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함 검출 성능은 측정 방법 및 단순 모드 선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위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Lamb wave mixing technique, which is basised on advanced research on the 
nonlinear bulk wave mixing technique, is applied for corrosion detection.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 
Lamb wave mixing technique, an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normal and corroded specimens. Comparison 
group in an experimentation are selected to mode and frequency with dominant in-plane displacement and 
out-of-plane displacement of Lamb wav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amb wave mixing technique can 
monitor corrosion defects, and it has a trend similar to that of the conventional Lamb wave technique. It was 
confirmed that the dominant displacement and mode matching the theory were generated. Flaw detectability is 
determined depending on displacement ratio instead of using the measurement method and mod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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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선형 초음파 기술은 부식, 피로에 의한 소성

변형, 열화 등에 따른 미시 구조적 변질을 평가

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1~3) 비선형인자

(nonlinear parameter)에 대한 비선형 방정식은 이

론적으로 재료에 의해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만을 

고려하고 있다.(4,5)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재료

에 의해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 이외에 장비, 탐
촉자, 접촉매질, 증폭기 등에 의해 발생되는 고조

파 성분까지 포함되어 측정된다. 재료에 의해 발

생되는 요인을 제외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시스템 

비선형성(system nonlinearity)이라 한다. 시스템 비

선형성 중 장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초음

파 혼합 기법(wave mixing technique)이 있다. 이 

기법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1-D과 2-D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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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cription of collinear bulk wave mixing 
technique

Fig. 2 Description of noncollinear bulk wave mixing 
technique

선형 체적파 혼합 기법(Nonlinear bulk wave 
mixing technique)이 있다. 초음파 혼합 기법은 

1963년 Jones 등(6)의 논문에서 처음 거론 되었다. 
이후 1-D 비선형 체적파 혼합 기법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 졌다. 많은 논문들 중 하나인 Liu 등(7)

의 논문은 Fig. 1과 같이 공선파 혼합(collinear 
wave mixing)으로 종파와 횡파를 일직선상에서 

상호작용하여 발생된 혼합파를 활용하여 비선형 

인자(nonlinear parameter)를 측정하였다. 2-D 비선

형 체적파 혼합 기법의 경우, Croxford 등(8)의 논

문은 Fig. 2와 같이 비공선파 혼합(noncollinear 
wave mixing)으로 이를 활용하여 소성 변형과 피

로손상에 대한 결함에서 비선형 인자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체적파 혼합 기법에 대한 이론부터 실

험적인 검증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이

를 이용한 비선형성 평가도 가능하다.(6~10) 그러나 

체적파의 한계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초음파 혼합 기법의 장점을 가지면서 비선형 

체적파 혼합 기법의 탐상 영역 한계성을 극복해

야 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영역을 진단하기 위해 

램파 혼합 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램파 혼합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선형 체적파 혼합 기법의 선행연

구를 토대로 램파(Lamb wave) 기법에 적용하였

다. 적용된 램파 혼합(Lamb wave mixing) 기법으

로 미세 결함의 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
존의 램파 기법과 차이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를 위해 결함이 없는 Al5052 평판과 국부적으로 

부식된 Al5052 평판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이 론

2.1 비선형 인자

비선형 초음파 평가하기 위해 임의의 주파수를 

가지는 초음파가 입사되어 재료를 투과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입사된 초음파는 재료의 비선형

적 탄성특성에 의해 왜곡되고 2차고조파 성분이 

발생된다. 기본 주파수 성분과 2차고조파 성분이 

동시에 수신된다. 이러한 2차 고조파 성분은 재

료의 미세구조 변화와 연관성을 지닌다. 이 연관

성을 알기 위해 비선형 인자의 값을 구하는데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식 (1)은 체적파에 대한 비선형 인자 식이다. 
여기서 는 비선형 인자이고, A1은 기본 주파수 

성분의 크기이며, A2는 2차 고조파 성분의 크기

이다. 는 전파거리, 는 파수(wave number)이다. 
실험에서 전파거리와 파수가 일정할 경우, 기본 

주파수 성분 제곱과 2차 고조파 성분의 비율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2)

따라서 식 (2)의 상대적인 비선형 인자 ′을 이

용하여 재료의 미세구조 변화를 알 수 있다. 램
파의 경우, 식 (1)과 유사하나 주파수에 대한 식

이 추가로 곱해져 있다. 실험에서는 주파수 및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므로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2 램파 혼합 기법

램파는 면내변위(in-plane displacement)와 면외

변위(out-of-plane displacement)의 조합으로 이루어

져 있다.(11) 마찬가지로 램파 혼합도 동일한 조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면내변위를 u1, 면
외변위를 u3라고 할 때, 램파는 주파수 및 모드

에 따라 u1과 u3의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

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파형구조선도(wave 
structure)를 고려한다. 그리고 혼합파의 발생 조건

과 비선형인자에 대한 비례식을 구하기 위해 비

선형 체적파 혼합 기법에 대한 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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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wave propagation

체적파 혼합의 식을 전개시키면 다음과 같다.(7)

 ,        (3)

                 (4)

  

  

           (5)

   ,                  (6)






                                  (7)

여기서, k는 파수, 는 각주파수(angular 
frequency), c는 속도(velocity)이다. 그리고    , 

   ,    ,   를 나타내고, 종파가 횡

파보다 빠르므로     이다. 는 횡파 성

분이 강한 비선형인자이고, A와 B, C는 임의의 

진폭 값이다. 식 (3)의 U1과 V1는 Fig. 1과 같이 

각각 좌측과 우측에서 발생되는 초음파에 대한 

식이다. 식 (4)의 V2는 U1과 V1에 의해 발생되는 

혼합파에 대한 식이다. 그리고 식 (5)는 혼합파의 

진폭 값에 대해 정리한 식이다. 식 (6)은 혼합된 

신호의 진폭이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혼합

파 진폭 C의 분모를 0에 가깝게 만들어 진폭 값

이 무한대가 되어 신호 발생에 유리하도록 하였

다. 식 (7)에 알루미늄의 종파(  ㎲ )와 

횡파(  ㎲ ) 속도를 각각을 대입하면, 

  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

을 얻었다.

   ⇒            (8)

체적파에 대한 조건식 (8)을 램파에 적용하여, 
대칭모드에서 지배적인 면외변위와 면내변위를 

혼합하여 파를 형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

   ⇒            (9)

식 (9)의 주파수 비율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파형구조선도를 고려하여 S2와 S0 모드의 주파수

를 선정해야 한다. 파형구조선도의 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11)

Symmetric mode

 cossin
sin cos      (10)

sinsin
sin sin     (11)

Anti-symmetric mode

 sincos
cos sin       (12)

 coscos
cos cos       (13)

그리고 재료의 미세구조 변화를 알기 위해 램

파 혼합의 상대적인 비선형 인자를 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험에서는 주파수 및 다

른 변수들이 동일하므로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램파 혼합의 상대적인 비선형 인자

는 식 (5)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
                                (14)

여기서, ″는 상대적인 비선형 혼합 인자

(nonlinear mixing parameter)고, A는 S0(), 

B는 S2(), 그리고 C는 A1() 각각의 진폭 

값이다.

3. 실험 구성

3.1 주파수 선정

파형구조선도와 식 (9)의 주파수 비율을 만족하

는 주파수 및 모드를 선정하였다. 서로 다른 대

칭모드들로 혼합할 경우, 주파수×시편두께(f ×d)
의 값이 S0 모드에서는 2이상 S2 모드에서는 6.5 
이상이어야만 주파수 비율과 지배적인 변위 조건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만족하는 임의의 

값을 선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파형구조선도

를 구하였다. S0(2.07MHz)는 |u3/u1|=10.34로 u3

가 u1보다 크므로 지배적인 면외변위를 가지며, 
S2(7.88MHz)는 |u3/u1|= 0.31로 u1이 u3보다 크므로 

지배적인 면내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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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 Wave structure of modes satisfying frequency ratio and displacement condition : (a) S0 mode(2.07MHz), (b) S2

mode(7.88MHz), (c) A1 mode(5.81MHz)

Fig. 5 Group velocity dispersion curves of Lamb wave in 
Al5052 (t=1mm)

Fig. 6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ig. 7 Location of corrosion defect in Al5052(t=1mm)

3.2 실험 방법 및 장비 구성

혼합파를 형성하기 위해 Fig. 5의 군속도(Group 
velocity)를 고려하여 S0(2.07MHz)와 S2(7.88MHz)
가 같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Fig. 6과 같이 

거리 비율을 설정하였다. 실험 조건 및 장비 구

성은 Fig. 6과 같고, a는 140mm이고 b는 탐촉자 

위치를 기준으로 55mm부터 5mm 간격으로 95mm
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혼합되어 발생된 A1(5.81MHz)의 도달 시간과 

웨지(wedge)의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거의 정확

한 시간을 추정하였고, 혼합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누적효과(accumulated effect)를 활

용하기 위해 5mm 간격으로 혼합된 신호를 수신

하였다. 이에 비선형 인자의 경향성을 통해 결함 

탐상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

다.(12~14)

3.3 시편

시편은 Al5052로 Fig. 7과 같이 400 × 30 × 1 mm 
크기의 알루미늄 합금 평판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Al5052의 특성은 내식성 및 해수에 

대한 내성이 강한 금속으로 부식의 진행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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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s of nonlinear parameters between 
Lamb wave mixing and Lamb wave in Al5052 
plate(t=1mm)

Fig. 9 Comparisons of nonlinear parameters between
Lamb wave mixing and Lamb wave in 
corroded Al5052 plate(t=1mm)

     (a)       (b)

Fig. 10 Relationship between nonlinear parameter and distance in corroded Al5052 plate(t=1mm) : (a) S1 mode 
(3.5MHz), (b) A1 mode(4.45MHz)

느리다. 부식 진행속도가 느린 점을 이용하여, 
3.5% 농도의 NaCl을 상온에서 10시간 노출시켜 

표면 결함을 생성하였다. 표면 부식 결함 위치는 

b=75mm 지점으로 크기는 30 × 5 mm이다.

4. 실험 결과

비선형 초음파 기법 또는 모드에 따른 차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램파 

혼합 기법은 S1모드와 A1모드를 수신하였지만 A1

모드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지배적인 면외

변위를 가지는 A1모드가 맞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험 대조군으로 램파 기법

의 지배적인 면내변위를 가지는 S1(3.5MHz)모드

와 지배적인 면외변위를 가지는 A1(4.45MHz)모드

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식 (2)를 사용하여 거리에 

따른 각각의 비선형 인자 값을 구하였다. 그 결

과 Fig.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선형인자가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은 무결

함 시편에서 램파 혼합 기법과 기존의 램파 기법

에 대해 비교한 실험 결과이다. 램파 혼합 기법

은 식 (14)를 적용하여 비선형 혼합 인자를 구하

였다. 그 결과 기존의 램파 기법과 동일하게 거

리에 따라 비선형 인자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램파 혼합 기

법에서도 누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로축을 동일한 크기로 설정한 Fig. 8에
서 보는 것과 같이 램파 혼합 기법이 램파 기법

보다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램파 기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리 증가

에 따른 비선형 인자의 변화폭을 관찰하기 어려

울 정도로 작다. 그러나 램파 혼합 기법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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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크기 때문에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램파 혼합 기법이 램파 기법보다 상대적

으로 비선형 인자의 변화폭을 통한 비선형 진단

에 있어서는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1(5.81MHz)
는 재료 내부에서 발생하므로 시스템 비선형성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검출이 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9와 Fig. 10은 3.5% NaCl을 사용하여 표면 

부식 결함 시편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S1모드는 

재료 내부에 위치한 결함에 민감하고, A1모드는 

재료의 표면 결함에 민감하다. 따라서 A1모드로 

결함의 유무와 위치 파악할 수 있지만 S1모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Fig. 10과 같이 

램파 기법의 S1모드는 비선형 인자가 거리에 따

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만을 보여 결함 검

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램파 기

법의 A1모드는 부식 결함에 영향을 받아 75mm부

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검출이 가능했다. 그리

고 램파 혼합 기법의 경우, Fig. 10-(b)의 램파 A1

모드의 경향성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S0모드와 S2모드를 가진시켜 생성된 혼합

파가 정확히 A1모드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함 검출 성능은 비선형 초음파 기법의 

차이가 아닌, 면외변위 또는 면내변위의 성분 비

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A1(4.45MHz)로 

면외변위가 면내변위보다 크다면 표면에서 민감

도가 뛰어나다. 따라서 표면의 결함에서는 면외

변위 성분이 강한 A1(4.45MHz)가 S1(3.5MHz)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램파 혼합 기법 이론의 실험적 

검증과 결함 탐상 가능 여부, 그리고 기존의 램

파 기법과의 차이점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파수 비율과 파형구조선도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 및 모드를 결정할 때 한정적으로 선정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킬 때 혼합파를 얻을 수 있었다. 
램파 혼합 기법으로도 결함 검출이 가능하였고, 
기존의 램파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혼합파의 생성과 결함 탐상이 가

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8과 

같이 세로축을 동일하게 할 경우 램파 혼합 기법

은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램파 혼합 기법이 램파 기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선형 인자의 변화폭을 통한 비선형 

진단에 있어서는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비선형 

진단 기법과는 다르게 시편 내부에서 생성되어 

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시스템 비선형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램파의 S1모드는 결함 

검출이 안 되었던 반면에, A1모드로는 검출이 가

능하였다. 이를 근거로 모드 및 주파수에 의해 

결함 검출 성능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각 모드 및 주파수에 따

라 면내변위와 면외변위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변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

함 검출 성능은 측정 방법 및 단순 모드 선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위 비율에 따라 민

감도가 결정된다.
두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 및 모드 선정이 한

정적이지만, 다른 모드 및 주파수로 선정하여 가

진시키면 재료의 내부 및 표면의 결함을 탐상하

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램파 

기법과는 달리 각 모드 및 주파수에 따라 속도가 

다른 점을 활용하여 혼합되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이 어려운 구역을 탐상할 때, 
혼합되는 위치를 조절하여 탐상 하고자하는 위치

로부터 혼합된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미세 결함의 유무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위 연구는 초기단계의 연구

로 무수한 결함 중 하나이고 앞으로 보다 다양한 

경우의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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