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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의 용접부는 고온의 가열과 냉각과정에서 마르텐

사이트 조직이 발생하여 취성을나타낼 수 있고 미세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열응력에 의한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용접부에 존재하는 균열은 잔류응력의 영향에

의해 균열면이 접촉하는 닫힘균열(closed crack) 상태로 존

재하게 된다. 이러한 닫힘균열은 초음파의 반사 및 투과를

이용하는 기초적인 비파괴검사 기법으로는 검출하기가 어렵

다.

닫힘균열에서 접촉하는 두 면은 하중에 대하여 다양한 형

태의 비선형 특성을 나타낸다. 즉, 압축면의 응력 상태에 따

라 강성계수가 다를 수 있고, 하중 부가와 제하 시에 이력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비선형성을 설명하기 위

하여 접촉면의 조도과 재료의 항복강도 등을 고려한 미시역

학(micromechanics) 모델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즉 접촉면의

실제 접촉면적이 바뀜에 따라 접촉면의 전체적인 탄성계수

가 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접촉면을 비선형 탄성 스프링으

로 모델링 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1-3]. 하중 부가와

제하 시의 이력현상이 관찰되었고[4,5], Kim 등[5]은 이러한

이력 현상이 거친 접촉면의 탄소성 압축변형과 탄성 제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접촉면 강성계수의 비선형적 특성을 닫힘균열의 검

출에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7]. 즉 Fig.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접촉면의 비선형성에 의해 입사파의 일부만

투과 또는 반사되게 되고 이로 인해 투과 또는 반사파는 기

본주파수의 정수배에서 고조파 성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인 3차원 균열에서의 고조파 성분의 발생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우선 1차원으로 단순화된 문제를 고려하여 대

략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즉 접촉

면의 강성계수, 비선형도, 두께 등과 입사파 진동수에 따라

고조파 성분이 변화하는 경향이 밝혀져야 한다. 실험이나 유

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는 번거로우므

로, 해석해를 유도하고 주요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영향을 관

찰하는 파라미터(parameter) 연구가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닫힘균열의 접촉면을 압축과 인장에 대하

여 각기 다른 탄성계수를 가지는 단순화된 비선형 재질로 모

델링하여 1차원 미분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수치해석을 수행

Abstract When a crack exists under a residual stress, for example in welds, the crack can be closed and it shows non

symmetric behavior for tension and compression. Ultrasonic detection method for those nonlinear cracks has been devel-

oped recently. The method uses the higher order harmonics generating at the crack surface. In this study, parameter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analysis of the harmonics generation at a nonlinear contact interface as a preliminary study for gen-

eral 3-dimensional cracks. One-dimensional problem with simple bilinear behavior for the contacting surface was consid-

ered. The amplitude of second harmonic to the fundamental wave was obtained for various stiffness ratios, incident

frequencies, and the contacting layer thic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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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균열이 용접부 내와 같은 잔류응력의 영향을 받는 곳에 존재할 경우, 균열은 닫힘균열로 존재할 수 있

으며, 인장과 압축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거동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비선형 균열에 대하여 균열면에서 발생하

는 고조파를 이용한 초음파 탐지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고

조파에 대한 파라미터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3차원 균열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띄고 있다. 압축과 인장에 대해 각기 다른 선형 거동을 나타내는 접촉면을 가정하였고 1차원 문제를 고려하였다.

기본주파수 성분에 대한 2차고조파 성분의 비를 다양한 강성비, 입사파의 주파수, 접촉면의 두께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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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사파와 투과파의 해를 구한 후, 가진 주파수의 정수

배에 해당하는 2차 이상의 고조파(harmonics) 성분을 추출

하였다. 

2. 본 론

2.1 접촉면 1차원 모델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에 의해 탄성파의 전달은 영

향을 받게 된다. 균열이 압축 잔류응력에 의해 닫혀있는 경우

초음파의 반사를 이용하여 균열을 검출하기는 쉽지 않다. 접

촉하고 있는 균열면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공이나 요철이

존재하는 접촉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접촉면의 접촉

정도에 따라 접촉면을 포함하는 영역의 강성계수는 변화하

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접촉면이 인장

과 압축에 대하여 다른 값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단순화된 형

태의 비선형 문제를 고려하였다. 실제의 접촉면은 이력현상

이 포함된 복잡한 형태의 비선형성을 띌 것으로 생각되나 실

제적인 해석이 어려우므로 Fig. 2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형

태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접촉면을 비균질층으로 고려

할 때, 모재에 대한 압축 상태에서의 탄성계수 비율을 k1, 인

장상태에서의 비율을 k2로 표시하였다. 문제의 모델링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1) 거친 접촉면을 Fig. 3의 두께가 l0인 비균질층 또는 경

계층으로 고려한다. 

(2) 비균질층이 매우 얇다고 가정하고 층내에서의 응력파

현상은 무시한다. 

(3) 응력파 전달방향으로 1차원 문제를 고려한다.

 

정현파 형태의 변형이 Fig. 3의 경계층에 왼쪽으로부터 입

사되었다고 하면 경계층의 왼쪽 경계를 원점으로 잡을 때,

x<0인 영역에서의 질점의 변위는 파동방정식의 해를 이용하

여 임의의 함수 f (.)와 g(.)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8].

(1)

여기서 c0는 파동의 전파속도이다. ui와 ur은 각각 입사파와

반사파의 변위이다. x로 미분하면 변형률은 

(2)

시간으로 미분하면

(3)

을 얻을 수 있다. 원점에서의 변위증분 ∆u1은

(4)

비균질층의 오른쪽 영역에 대하여 변위는 

(5)

속도는

 (6)

x = l0 위치에서의 변위증분 ∆u2는

(7)

∆u1(t)과 ∆u2(t)으로부터, 비균질층의 변형률 εs는

(8)

접촉이 유지되고, 비균질층 내에서의 응력파 현상을 무시할

때, 트랙션(traction) 평형에 의하여

(9)

E는 모재의 탄성계수이다. 따라서 

(10)

(8)과 (10) 식으로부터,

(11)

아탄성(hypoelastic) 증분형태로 평형방정식을 기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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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tion of harmonic components by nonlinear material

Fig. 2 Stress vs. strain curve of contacting region

Fig. 3 One-dimensional model of contacting interface. The origin

(x = 0) is where u1 is de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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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는 비균질층의 현재상태에서의 탄성계수이다. 만약 모재의

탄성계수와 E' = kE의관계가 있다면, 

(13)

2.2 비선형 접촉면에 대한 수치해

비균질층의 변형률 εs는 식 (11)을 이용하여 εr이 주어지

면 구할 수 있으며, εr은 미분방정식 (13)을 풀어 구할 수 있

다. 미분방정식 (13)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코

사인 형태의 변위 입력을 고려하였다[9].

(14)

변형률은

(15)

접촉면에서 (x = 0 위치) 변형률은

(16)

이고, 변형률 속도는

(17)

이다. 이를 (13)에 대입하면 

(18)

위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는

 

,

(19)

이다. Ci는 적분상수이다. ki는 응력상태에 따라 k1 또는 k2

의 값을 가지고, ti와 ti+1는 접촉층의 변형률이 0이 되는 시

간, 즉 εs(t) = 0인 시간이다. 초기 시간 t = 0에서 εs(t) = εr(t)

= εi(t) = 0이므로 t1 = 0이다. εr(0) = 0이므로 적분상수를 구

하면

(20)

이다. εr(t)의 적분이 0이 되는 다음 시간을 구하면 εs(t)가 0

이 되는 시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t2를 구할 수 있다. 즉 ti

의 값과 Ci의 값을 알 때 ti+1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1)

또는 이를 미분방정식 (13)에 대입하여 

(22)

을 이용하여 ti+1을 구할 수 있다. ti+1 ≤ t < ti+2 구간에서의

εr(t)함수의 적분상수 Ci+1의 값은 시간 ti+1에서의 εr(t) 함수

의 연속성 또는 εr(ti+1) + εi(ti+1) = 0인 성질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모든 시간에 대하여 εr(t) 함수

를 구할 수 있다.

2.3 파라미터 연구(parameter study)

2.3.1 푸리에 급수(Fourier series)

접촉 경계층에서 발생하는 반사파와 투과파의 수치해를 이

용하여 접촉 경계면의 재질과 입사파의 조건이 반사파와 투

과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임의의 파에 대하여 2차

고조파 성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파

수 성분을 조사하면 되므로 푸리에 정현파 급수를 이용하여

고조파 성분을 추출하였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임의의 시

간함수를 정현파 함수를 이용하여 전개하면 

f(t) = a1sinωt + a2sin2ωt + a3sin3ωt + a4sin4ωt +... (23)

이고

(24)

 (25)

(26)

(27)

전체 시간범위 T는 주파수 ω와 T = 2π/ω의 관계가 있다. T

의 값은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입사파의 주기보다 매

우 큰 값이며, 본 연구에서는 T의 값을 입사파 주기의 20배

로 정하였다. 따라서 ω와 입사파의 진동수 ω0 사이에는 최

소 진동수의 20배 되는 진동수가 기본 입사 주파수와 같은

(20ω = ω0) 관계가 있고 40ω 또는 a40이 2차 고조파에 해당

한다.

시간 구간의 양 끝단에서 데이터가 끊어지게 되므로 원하

지 않는 주파수 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시간 데이터에 삼각형의 윈도우 함수를 곱해주어 양 끝

단에서의 신호가 점차 0으로 감소하도록 하였다. 

2.3.2 계산 결과

계산에 이용된 변수 값은 Table 1과 같다. Kim 등[3]은 소

성변형 하는 접촉면의 두께를 10-7미터 정도로 추정하였으

므로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비균질층 두께 l0를 가정하였다. 

주파수 해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대략적인 반사파, 투과파,

입사파의 파형을 조사하면 Fig. 4와 같다. k1의 값이 모재의

탄성계수의 0.1배로 상대적으로 클 경우 반사파의 크기는 크

지 않다. 한편 k1의 값이 작을 경우 대부분의 파가 반사되

고 투과파는 매우 작은 크기이다. 입사파 함수 εi의 그래프

는 식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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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과 k2가 고조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k1과 k2의 값을 변화시켜가며 각각의 경우 얻어지는 반사파

와 투과파 파형의 주파수 성분을 조사하였다. 각각에 대해

ω0 = 107rad/s와 ω0 = 5×107rad/s인 경우, l0 = 0.1µm와 l0 = 1µm

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먼저 Fig. 5 (a)를 보면 k1의 값이 작

을 경우 대부분의 입사파는 반사되므로 반사파의 기본주파

수 성분이 크고 이에 비해 2차 고조파의 성분은 작아서 |a40/

a20|의 값이 작게 나옴을 볼 수 있다. k1의 값이 커지면 대

부분의 파가 투과하므로 반사파의 기본주파수 성분이 작아

지고 |a40/a20|의 값은 커지게 된다. k2/k1의 값이 대략 0.5일

때 |a40/a20|의 값은 최대가 되었다. 

Fig. 5 (a)와 (b)를 비교하면 투과파의 경우는 k1의 값이 작

을 때 대부분의 입사파가 반사하므로 투과파 성분이 작고 이

경우 2차 고조파 성분이 상대적으로 큼을 볼 수 있다. 또한

투과파의 경우 k2/k1의 값이 작을수록 고조파의 성분이 크게

나왔다.

Fig. 6은 입사파의 진동수가 Fig. 5에 비하여 5배 큰 경우

이다. 이 경우 반사파의 크기가 크고 기본주파수 대비 2차

고차파의 크기는 Fig. 5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

과파의 경우는 Fig. 5(b)와 비슷한 최대값과 전체적인 경향

을 나타내었다. 

Fig. 7은 비균질 경계층의 두께가 Fig. 5에 비하여 10배 크

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도 반사파의 경우 기본주파

수 대비 고조파의 크기가 Fig. 5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투과

파의 경우는 Fig. 5(b)와 비슷한 최대값과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Kim 등[3]은 반사파의 크기가 입사파의 주

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접촉면을 누르는 잔류압력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접촉면의 강성이 감소) 반사파가 커

Table 1 Parameter values

 Variable value

 C0  5875m/s

 A 0.1l0

 ω0  10
7
 rad/s 또는 5×10

7
 rad/s

 l0   10
-7

m 또는 10
-6

m

Fig. 4 Strain vs. time graphs. ω0= 107rad/s, l0 = 0.1µmeter. (a) k1= 0.1, k2= 0.0001, (b) k1= 0.001, k2 = 0.000001

Fig. 5 Ratio of the second harmonic component to the fundamental component |a40/a20| for ω0= 107rad/s, l0= 0.1µmeter. (a) Reflected

wave εr, (b) transmitted wave εt. |A2/A1| means |a40/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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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파라미터 연구 결과 입사 주파

수가 5배 커짐에 따라 반사파의 기본파 성분은 대략 100배

정도 크기가 커짐을 확인하였고 강성비 k1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 또한 반사파의 기본파 성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

는 Kim 등[3]의 실험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닫힘균열의 1차원 모델을 고려하였다. 균열의 접촉면을 비

선형 응력-변형률 특성을 띄는 얇은 접촉층으로 고려하였고,

정현파 형태의 입사파에 대하여 반사 및 투과파의 수치해를

구하였다. 이를 푸리에 변환하여 고조파 성분을 구하였다. 모

재에 대한 접촉 경계층의 압축 탄성계수비율 k1, 인장 탄성

계수비율 k2, 경계층의 두께, 입사파 진동수를 변화시켜가며

그에 따른 고조파 성분의 비를 구하였다. 파라미터 연구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k1의 값이 작을 경우 대부분의 입사파는 반사되고, 투

과파에서 고조파 성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k1의 값이 클 경우 반대로 반사파의 고조파 성분 비

율이 크게 나타났다. 

(3) 반사파는 k2/k1의 값이 0.5 부근에서 고조파 성분 비율

이 크게 나타났다. 

(4) 투과파는 k2/k1의 값이 작을수록 고조파 성분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5) 입사파의 주파수가 커지면 반사파의 고조파 성분 비

율이 작아졌다.

(6) 경계층의 두께를 두껍게 가정할 경우 반사파의 고조

파 성분 비율이 작아졌다.

이상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균열이 압축응력에 의해 닫

힌 정도가 클수록 k1의 값이 증가하여 1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파는 투과되게 된다. 이 때, 반사파를 이용

Fig. 6 Ratio of the second harmonic component to the fundamental component |a40/a20| for ω = 5 × 107rad/s, l0 = 0.1µmeter. (a) Reflected

wave εr, (b) transmitted wave εt. |A2/A1| means |a40/a20|

Fig. 7 Ratio of the second harmonic component to the fundamental component |a40/a20| for ω0 = 107rad/s, l0 = 1µmeter. (a) Reflected wave

εr, (b) transmitted wave εt. |A2/A1| means |a40/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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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차 고조파 성분을 측정하면 닫힘 균열의 검출에 유

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완전히 열린 균열의 경우, 기

존의 선형 초음파 기법과 같이 균열에서 반사되는 파의 존

재로부터 균열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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