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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 objects emit infrared above absolute temperature 0K. Infrared thermography is one of the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ies to measure the temperature of the object. Infrared thermography shows infrared image 
which in a longer wavelength than visible light. Infrared technology can be employed regardless of the type 
or state of the objects. Thus, infrared thermography technique has been used in a wide variety of 
manufacturing processes in areas such as mechanical, electrical, chemical and medical applications. The 
advancement of using infrared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the principle of lock-in infrared 
thermography and its applications were investigat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was discussed.

1. 서론

  모든 물체는 절대온도 0K 이상에서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이 적외선 열화상이다. 적외선 열화상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의 길이가 길어 육안

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적외선을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적외선 열화상 기술은 물체의 종류나 상태

에 상관없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 전기, 화학, 의학, 제조공정 등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적외선 활용 기술 중에서 본 논문은 위상잠금 열화상

에 대한 원리와 그 응용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2. 본론

2. 적외선 열화상의 이론

2.1 적외선의 기초 

  파장은 그 길이에 따라 감마파,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파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 중 0.76~0.80μm 영역의 가시광선대역만 눈으로 볼 수 있다. 가시영역에서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그 이상의 파장영역을 이용하여 다양한 특성을 관찰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

다. 적외선은 절대온도 0K 이상의 온도를 갖는 모든 물체에서 방출이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모든 물체

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적외선 열화상이다.

1109



그림 1. 적외선의 스펙트럼 분포[1]

  적외선은 파장의 범위에 따라 그림 1에서와 같이 근적외선, 중간적외선, 원적외선으로 분류된다. 근

적외선은 가시광선에 가장 근접한 적외선 영역으로 파장범위는 0.8~2μm이며 피부에 가장 깊게 투과하

여 인체에 온열효과를 느끼게 한다. 중간적외선은 파장범위 2~4μm의 영역으로 공기 중에서 방사체를 

직접 가열할 때 주로 이용된다. 그리고 원적외선은 마이크로파에 가장 근접한 적외선 영역으로 파장 범

위는 4~1000μm이며, 고분자 재료의 가열이나 유기 용재의 건조에 이용된다.[2]

2.1.2 적외선 열화상의 원리

  적외선의 복사량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그 방출되는 복사량의 차이에 대한 데

이터를 변환하여 영상화하면 그 이미지로 물체의 온도분포를 알 수 있다. 시각화된 열화상이미지는 저

온으로 갈수록 청색으로, 온도가 고온으로 갈수록 적색에 가깝게 표시되어 그 색깔의 변화로 피사체의 

온도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적외선 열화상 개략도[3]

  적외선 열화상은 기본적으로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구현되는데, 많은 산업응용분야

에서 대상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적외선 열화상 기법은 물체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물질이든 비파괴적이고 정성적으로 온도를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

간 검사가 필요한 분야 또는 대상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하는 응용분야에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온도, 습도, 풍속 등과 같은 주위 환경과 적외선 

카메라의 성능, 물체의 표면상태, 측정 위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관찰의 객관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절히 적용시켜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2.2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은 물체에 조화함수로 자극원을 입사하고, 자극원에 대한 물체의 위상, 진폭 

등의 응답신호를 분석하여 이상상태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입사 시에 사용되는 외부 자극원으로는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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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로 제어가 용이한 광, 초음파, 진동 등이 사용된다.[4]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기법을 이용한 결함 검출 방법은 균열 검출과 박리 검출에서 적용 방법에 차

이가 있다. 균열 검출을 위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은 선형가열장치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로로 자르

듯이 가열하여 가열 영역에 평행하게 존재하는 균열을 검출한다. 박리 검출을 위한 위상잠금 적외선 열

화상은 박리에 의한 단열 온도장을 검출하기 위해 램프의 점멸등으로 변동하는 열류를 형성시켜 이 때 

나타나는 온도분포를 계측하여 결함을 검출한다.[5]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은 기본적으로 그림 7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림 8과 

같다. 할로겐 램프를 열원으로부터 약 50cm 정도로 일정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관찰 대상체를 균일

하게 비춘다. 대상체 표면과 그 위상각에 주기적 온도 변화를 주어 하나의 주기 안에 4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련의 열적 이미지로 실현시킨다. 위상 지연은 주어진 결함 깊이와 가해

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결함의 깊이 범위에 정확한 주파수가 가해져야 기대되는 값을 얻

을 수 있다.

그림 7.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측정의 원리[6]

그림 8.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의 응답신호 분석 원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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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위상 잠금 적외선 열화상의 응용 분야

  적외선 열화상 기술은 금속, 기계, 화학, 유리, 건설, 전자, 전기, 전력, 경비, 의료, 군사 등의 산

업과 생활에 관련된 전 영역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이용되고 있고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 적용 분야 및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 적외선 열화상시스템의 적용[5]

이용분야 구체적 사례

산업분야

(연구ㆍ개발, 

품질관리, 

상태감시, 

예방보전)

철강ㆍ금속  노벽검사, 프로세스 제어, 보전

기계  금형온도분포, 응력측정, 검사

석유ㆍ화학  설비보전, 가열로ㆍ응력측정, 검사

요업ㆍ유리  노별검사, 공정관리

주택ㆍ건설  단열효과판정, 박리검사,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ㆍ전자  실장부품시험, 열 설계 평가시험

전력ㆍ가스  발ㆍ변전시설관리, 누설감지, 접속불량검사

경비ㆍ보전  침입자감시, 화재감시

철도ㆍ도로  침입자감시, 박리검사

의료분야

혈행장애  동맥정류, 백랍병 등의 검사

자율신경장애  자율신경질환, 신경블록효과 판정

염증  표재성 염증, 경과관측

종양  표재성 종양, 유방 종양 등의 검사

군사분야
적군동향감시  침투적군 감시, 군 이동 파악

군사무기  미사일 추적, 지뢰탐지

2.2.1.1 금속ㆍ기계 분야에서의 응용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은 금속이나 기계 분야에서는 주로 결함의 검출을 비접촉ㆍ비파괴의 방법으로 

용접 부위나 지속적인 응력이 발생하는 곳, 마찰이나 열을 받는 부분과 같은 대상체의 결함을 검출하려

는 의도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산업 시스템의 건전성을 관찰한다.

그림 9. 유도된 비선형 결함 이미지의 원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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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와 같이 시편을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방법으로 결함이 없는 부분을 검사하면 방사 측정 데

이터가 선형적으로 나타나지만,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데이터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검출함으로써 시편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2.2.1.2 복합재료 분야에서의 응용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과 같은 우주공학 측면이나 항공기의 소재로 쓰이는 복합재료는 알루미늄이나 

세라믹과 같은 소재들과 함께 쓰이는데, 이러한 금속과 복합재료와의 병합된 활용은 재료 물성의 다른 

특성 상 그 접촉면에 결함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완성품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외선 열화상 기술이 자주 활용되는데, 그 중 위상잠금 기술이 응용된 기술이 이와 같은 검사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림 10. 복합재료의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9]

  그림 10은 카본 합성 섬유판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 인공결함을 만든 상태에서 주기적인 열 가

열을 하여 시편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 카본 합성 섬유판에 구멍을 뚫은 인공

결함이 온도 차이로 인하여 식별이 가능하다.

2.2.1.3 전기ㆍ전자 분야에서의 응용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은 주로 가동 중에 발생하는 열 방출(열 손실)을 측정하

여 회로와 같은 부품에서 어느 곳에 열적 과부하가 생기는지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림 11. 트랜지스터의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10]

  그림 11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으로 이미지화하여 열 발생지점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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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검사를 함으로써, 온도 불균형으로 유발될 수 있는 회로의 성능 저하 등을 감지하고 예

방할 수 있다. 전자공학의 응용이 초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적외선 열화상의 해상도가 고

도화 될 필요가 있다.

2.2.1.4 용접ㆍ이음 부위에서의 응용

  여러 제조공정 상 기계적으로 결합이 필요한 곳은 용접을 이용하게 되는데, 접착되는 면에서 용접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물성이 변형되어 용접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용접 부위의 정학

한 취약부분을 검출하고 결함을 제거ㆍ보완하기 위해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한다. 샌드위치 구

조로 용접되거나, 물성이 확연히 다른 재료를 접합한 용접부위에서, 또는 플라스틱 이음의 접착성 점검

에 위상감금 적외선 열화상 기술이 특히 유용하다.

그림 12. 다양한 단계의 피로를 가한 SK0601 시편의 용접부위의 비선형적 온도변화[11]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으로 그림 12와 같이 용접부위 피로에 대한 온도변화과정을 다양하게 알 수 있

으며, 비교적 취약한 용접부위의 파괴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관찰방법 중 하나

이다.

2.2.1.5 건축 분야에서의 응용

  건축 분야에서는 철근의 균열 파악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부식으로 인한 균열을 찾거나 콘크리

트 혼합 시에 생길 수 있는 기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발견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적외선 

열화상의 비접촉ㆍ비파괴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 붕

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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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1mm 크기의 결함을 갖는 시편의 열화상 

(b)시편의 축방향에 대한 평균 온도 (c)시편의 측면 사진[12]

  콘크리트의 경우는 현대에 토목·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용 재로로써 건물의 강도를 높

여주지만 취성을 가지고 있어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의 활용이 그림 13에 보여진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균열이 아

닌 내부결함의 경우에는 그 존재여부의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은 검사대상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재료 내부에 까지 열이 침투하여 방사되는 과정을 도표화함으

써, 그 변화를 분석하여 재료 내부 결함의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2.2.1.6 원자력 발전에서의 응용

  최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그 안전성 확보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위상잠

금 적외선 열화상으로 핵융합 실험로를 공간적으로 관찰함으써 어느 부분이 열적·기계적으로 취약한지

를 비파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방사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므로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감시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2.2.1.7 문화재 유지 및 관리에서의 응용

  문화재들의 유지 및 관리는 비파괴ㆍ비접촉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재료의 물

성을 저해하는 환경적으로 요인에 노출되어있는 문화재들은 이미 결함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의 이용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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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독일 아이제나흐 인근에 위치한 바르트부르크성 

(b)회반죽으로 미장된 성의 벽돌구조 외벽을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13]

  그림 14는 독일 아이제나흐 지방 인근에 위치한 바르트부르크성으로 유네스코(UNESCO)에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으로 11세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부식이나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보

존가치가 큰 문화유산들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그 방법이 비접촉적이고 비파괴적이

어야 하기 때문에 적외선 열화상이 이용이 적합하다.

2.2.1.8 의료공학적 응용

  의료공학이 점차 발달해 감에 따라 환자의 신체에 외과적인 시술을 자제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적

합한 기술이 적외선 열화상이다.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으로 미세하고 균일한 온도 가열을 주어 나타

나는 반응을 분석하여 질병을 감지하고 치료의 방향을 잡는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15. 3분간 냉각 자극한 후의 손등의 열화상 이미지[14]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증세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적외선 열화상이 이용되는데, 그 예

로 그림 15와 같이 사람의 손등을 적외선 열화상으로 촬영하여 정맥을 찾아내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

다. 그림 15는 실험적으로 손을 3분간 냉각을 하여, 보다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로 촬영되었을 때 확실

한 대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촬영한 이미지이다. 

3. 결론

  현재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술이 더욱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점을 개선하고 개발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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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정밀도의 고도화

  -대기나 태양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을 보정하는 기술의 발전

  -대상체의 다양한 재료 특성에 따른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측정된 데이터를 입체적(3D)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표면 아래 일정 깊이까지 측정 가능한 침투 깊이 개선

  그리고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을 현장에 전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자들을 위한 특성화된 전

문교육과 더불어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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