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4권 제4호(2011년 8월) ■ pp. 320-326

Lamb파의 시간-반전과정 및 이미지기법을 이용한 손상탐지

Structural Damage Detection by Using the Time-Reversal Process of

Lamb Waves and the Imaging Method

전용주1·이우식†

Yongju Jun·Usik Lee

1. 서 론

항공기,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교량, 고층 건물, 기계 설

비와 같은 구조물에 손상(damage)이 발생하여 그 정도가 심

해지면 이들 구조물이 파괴되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보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시

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조물의 건전

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된 손상을 보다 정

밀하게 탐지하기 위한 SHM(structural health monitoring)기

술이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 소개된 대부분의 SHM기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

조물이 정상 상태일 때에 또는 새로운 손상이 발생하기 이

전에 측정한 진동 또는 탄성파 데이터를 기준(baseline data)

로서 구축해 놓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측정한 신호와 비교

함으로써 얻은 신호 차이의 특성을 분석하여 손상의 발생여

부를 진단하고 발생 위치를 탐지하였다[2,3]. 그러나 이미 설

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경우 초기 측정데이터를 확보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측정데이터가 민

감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의 차원에서 이를 상

시적으로 측정하고 통계 처리하여 기준데이터로 사용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기준데이터를 사용하

지 않아도 되는 보다 현실적인 SHM기술의 개발이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

최근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유도초음파(guided wave)

를 활용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Lamb파는 평판

과 같이 얇은 두께를 갖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유도초음파

로써 금속재료의 경우 상당히 먼 거리까지 전파되어가기 때

문에 평판 구조물의 비파괴검사 및 SHM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Lamb파의 시간-반전(TR, time-reversal) 과정을 활용함

으로써 기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SHM기술이 최근문헌

[4-6]에 소개되고 있다.

Lamb파의 TR과정이란 Fig. 1에 보인 개념도와 같이 전진

과정(forward process)과 후진과정(backward process)구성된

다. 전진과정으로서 먼저 평판의 한 위치 I에 입력신호(input

signal)를 입사한 후 다른 위치 J에서 그 곳으로 전파되어 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baseline-free SHM technique in which the time-reversal process of Lamb waves and the

imaging method are used. The proposed SHM technique has three distinct features when compared with the authors’ previ-

ously proposed one: (1) It use the reconstructed signal for damage diagnosis, without need to extract the damage signal as

the difference between reconstructed signal and initial input signal; (2) It use the imaging method based on the time-of-

flight information from the reconstructed signal, instead of using a pattern comparison method; (3) In order to make the

damage image more clear, the modified mathematical definition of damage image in a pixel is used. The proposed SHM

technique is evaluated through the damage detection experiment for an aluminum plate with damage at differen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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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Lamb파에 대한 시간-반전과정과 이미지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SHM)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술이 갖는 주요 세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기술에서는 귀환신호를 직접 손상진단에 사용하기 때문에 귀환신호와 초기 입력신호의 차이로부터

손상신호를 구할 필요가 없다; (2) 기존의 기술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상비교법을 사용하지 않고 귀환신호에서 얻

는 비시간 정보를 활용하는 이미지기법을 사용하였다; (3) 손상 이미지를 보다 뚜렷하게 얻기 위하여 이미지에

대한 개선된 수학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HM기술은 손상을 평판의 몇몇 위치에 부가한 경

우에 대한 손상탐지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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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호(response signal)을 수신한다. 위치 J에서 수신한 응

답신호의 처음과 마지막을 시간 축에서 거꾸로 뒤집어 시간

-반전된 응답신호를 얻는다. 후진과정으로서 시간-반전된 응

답신호를 위치 J에 새로운 입력신호로서 입사하고 이때 위

치 I로 전파되어 귀환되는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재생신호

(reconstructed signal)라 부른다. 재생신호와 초기 입력신호

가 동일한 경우 완벽한 TR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완벽한

TR특성은 이산특성(dispersive property)을 무시할 수 있는 음

파(acoustic waves)에 한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때

문에 수중 음향탐사나 초음파를 이용한 결석제거 수술 등에

응용되고 있다[7], 그러나, Lamb파와 같은 유도초음파의 경

우에는 이들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이산특성과 다중모드

(multi-modes)특성으로 인하여 완벽한 TR특성이 구현되지 않

는다[8-10]. 따라서, 기존의 TR-기반 SHM기술[4-6]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써 초기 입력신호와 재생

신호(reconstructed signal)의 형상을 직접 비교하여 손상을

탐지하는 Fig. 1에 보인 형상비교법(pattern comparison method)

은 신뢰성 차원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TR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대부분이 위치 J에

서 수신된 응답신호를 시간-반전시키고 이를 재송신하여 재

생신호를 얻는 후진과정을 측정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실측

으로 수행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11]에서 유도초음파 신호의 상호

성 특성(reciprocal property)을 기반으로 하여 후진과정을 전

달함수(transfer function)을 활용하는 전산과정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TR과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재생신호에서 초기 입

력신호에 해당하는 부위를 제거하여 소위 손상신호(damage

signal)를 도출한 후 여기에 이미지기법(imaging method)를

적용하여 손상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소개하

였다. 그러나, 재생신호에서 초기 입력신호에 해당하는 부위

를 해석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서도 이미지기법을 활용하여 손상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개선된 SHM기술을 본 연구에서 소개하였다. 새로이 소개

되는 개선된 SHM기술은 알루미늄 평판에 대한 손상검출 실

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2. Lamb파의 시간-반전 과정

Lamb파는 다중모드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드로 구성되며

이들은 평판의 중심면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는 대칭모드

(symmetric modes)와 비대칭성을 갖는 비대칭모드(asymmetric

modes)로 크게 구분된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대칭모드와 비

대칭모드를 각각 Sn과 An (n = 0, 1, 2,…)으로 통상 표현한

다. Lamb파는 각 모드가 주파수에 따라 다른 그룹속도(group

velocity)로 전파하기 때문에 전파해가는 동안 파형이 변화

하는 이산특성을 갖는다[9]. 이러한 이산특성은 이론 또는 실

험으로 얻은 분산곡선(dispersion curve)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금속재료 평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가진주파수(excitation

frequency) 이하에서는 두 개의 기본 모드(A0 및 S0 모드)만

이 유도되고 그 이상의 가진주파수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많은 모드가 동시에 유도된다. 따라서 Lamb파를 손상탐지

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상탐지에 활용될 기본

모드를 제외한 다른 고차 모드의 유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유도된 기본 모드의 이

산화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손상탐지에 필요한 신호처리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평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SHM기

술은 다른 금속재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Lamb파의 TR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하여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중심주파수(center frequency)

가 200kHz이고 5개의 피크를 갖는 Morlet함수를 초기 입력

신호로 사용하였다. PZT-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초기 입력

신호 VI를 평판의 한 위치 I에 가하면 평판에 Lamb파의 기

본 모드인 A0와 S0가 유도되어 전파된다. 그 결과 평판의 다

른 위치 J에 부착된 PZT-센서에서 기본 모드 A0와 S0가 그

곳으로 전파되어 응답신호 VJ로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이 TR과정을 구성하는 두 개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전진과정이다. Fig. 2를 포함한 본

논문의 다른 모든 그림에서 A0와 S0 신호를 편이상 A와 S

로 간략히 표시하였으며 앞으로의 서술에서도 혼선이 발생

하지 않는 한 이러한 표기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Fig. 2의 응답신호 VJ에서 S와 A는 모두 위치 I와 위치 J

를 연결하는 ‘직경선로’를 따라 전파된 신호를 나타나며 S

의 그룹속도가 A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위치 J에

먼저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Fig. 2의 응답신호 VJ에서 추

가적으로 나타나는 신호 AA는 A가 위치 I를 출발하여 평

판에 부가된 손상 D에 도달한 다음 그 곳에서 동일한 A모

드의 형태로 반사하여 위치 J에서 측정된 ‘우회경로’를 거친

신호이다. 위치 I를 출발한 S도 우회경로를 거쳐서 위치 J

에서 신호 SS로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S의 크기를 A에

Fig. 1 Standard time reversal process for Lamb waves
Fig. 2 Input and measured response signals in the forwar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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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매우 작도록 가진 주파수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상 D에서의 반사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SS

의 크기가 AA에 비하여 무시될 정도로 작아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그림상 식별이 어렵다. 위치 I를 출발한 A가 우

회경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손상 D에 의해 모드 변환(mode

conversion)을 일으켜 S모드의 형태로 귀환할 수 있는데 이

신호 역시 AA에 비하여 무시될 만큼 작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전 연구[11]에서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A와 S의 그룹속도와 평판의 크기로부터 산출된

Lamb파의 TOF(time-of-flight)를 이용하여 평판의 경계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들을 응답신호에서 제거하였다.

Fig. 3은 TR과정의 두 번째 과정인 후진과정에서의 신호

들을 나타낸다. 먼저 Fig. 3(a)는 전진과정에서 측정한 응답

신호를 시간-반전시킨 응답신호를 나타난다. 시간-반전시킨

신호는 주파수영역에서 원래 신호에 대한 켤레 복소수(complex

conjugate), 즉 로 표현된다[8]. 후진과정에서는 위치 J에

부착된 PZT를 액츄에이터로 사용하여 시간-반전시킨 응답

신호 를 입력신호로 가한다. 이로 인해 위치 I로 전파되

어 귀환되어 오는 신호를 위치 I에 부착된 PZT를 이번에는

센서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된 재생신호를

로 나타내었다. 기존의 SHM기술에서는 후진과정을 모

두 측정장비를 통한 실측으로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문제

점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11]에서 후진과정을 컴퓨터를 활용하는 전산과정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TR과정을 소개하고, Fig. 3(b) 보인 바와

같이 기존의 실측과정으로 얻은 귀환신호와 전산과정으로 얻

은 귀환신호를 서로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제안된 새로운 TR과정을 검증한 바 있다.

Fig. 3(b)의 귀환신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Fig. 3(a)의 신호 A가 위치 J를

출발하여 직선경로를 통해 위치 I에 귀환한 신호 A/A가 항

상 귀환신호의 중앙에 위치한다. 또한, 신호 AA가 위치 J를

출발하여 직선경로를 따라 위치 I에 귀환한 신호 AA/A와 신

호 A가 동일한 위치 J를 출발하여 우회경로를 따라 위치 I

에 귀환한 신호 A/AA는 언제나 신호 A/A의 좌우에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 이러한 대칭성은 Fig. 3(b)에 보인 바와 같

이 실험 및 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Fig. 3(a)의 신호 S는 신호 A에 비하여 크기를 매

우 작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후진과정에서 이 작은 신

호 S에 의해 2차적으로 파생되는 신호들의 크기도 귀환신

호에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3. Lamb파의 TR-기반 SHM기술

문헌에 소개된 기존의 TR-기반 SHM기술은 대부분 재생

신호와 초기 입력신호를 비교하여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 차

이는 대부분 손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것이다. [4-6]. 즉, Fig. 2의 초기 입력신호 VI

와 Fig. 3(b)의 재생신호에서 중앙에 위치한 A/A 신호를 비

교하여 얻은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여 손상을 탐지하는 형상

비교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Lamb파의 고유특성인 다

중모드특성과 이산특성으로 인하여 재생신호의 중심 부위 A/

A가 더 이상 초기 입력신호 VI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초기 입력신호에는 없었던 신호들이 TR과정에서

파생되어 재생신호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형

상비교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TR-기반 SHM기법은 상당한

손상탐지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저자는

기존 연구[11]에서 형상비교법을 대신하여 손상신호(damage

signals)의 TOF 정보를 활용하여 손상의 위치를 이미지화하

는 새로운 손상탐지 기법을 제안한 바 있다.

Fig. 4는 본 저자의 기존 연구[11]에서 소개한 손상신호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인다. 손상신호는 귀환신호와 비교신호

(comparison signal)의 차이로서 정의된다. 이때에 사용되는

비교신호는 초기 입력신호로 사용한 Morlet함수의 피크의 크

기, 함수의 폭, 함수의 주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귀환신

호의 중앙에 위치한 A/A 신호 부위와 일치하도록 결정하여

수식적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유도한 비교신호를 귀환신호

와 비교한 것을 Fig. 4(a)에 도시하였다. 또한 Fig. 4(b)는 귀

환신호에서 비교신호를 빼서 손상신호를 구한 다음 손상신

호의 상부 포락선(envelope)을 구하여 도시한 것이다. 손상

신호에 대한 포락선을 구한 이유는 손상의 위치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 신호 부위에 대한 정확한 TOF, 즉 손상신호의 피

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Morlet함수 형태의 짧

은 주기를 갖는 복잡한 손상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포

락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13]. 기존

연구[11]에서는 이와 같이 구한 손상신호의 포락선이 제공

하는 TOF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기법을 적용하여 손

V
J

*

V
J

*

V
I

TR

Fig. 3 Time-reversed and reconstructed signals in the backward

process Fig. 4 Construction of damage signa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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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위치를 이미지로 나타냄으로써 손상을 탐지하였다. 그

러나, 기존 연구[11]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귀환신호의 중

앙에 위치한 A/A 신호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필

요로 하는 비교신호를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비교신호를 생성하여 손상신호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

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선된 손상탐지 기법을 아래에 제안

하였다.

Fig. 5는 평판상의 위치 I (PZT I), 위치 J (PZT J), 그리고

손상 D를 연결하는 Lamb파 전달 경로에 대한 직선 거리를

도시한 것이다. 또한 Fig. 6은 귀환신호에 포함된 신호 A/

A, AA/A, A/AA의 TOF를 Fig. 5에 나타낸 각 경로의 직선

거리와 A모드의 그룹속도 VA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11]에서는 비교신호를 이

용하여 귀환신호로부터 A/A 신호 부위를 제거하여 손상정

보를 갖는 AA/A 및 A/AA 신호 부위만을 갖는 손상신호를

도출한 후 시간-반전시킨 응답신호에서 신호 A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AA/A 및 A/AA 신호까지의 비시간을 이용하

는 이미지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Fig. 6을 살펴보면 시

간-반전시킨 응답신호에서 신호 A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TOF를 사용하는 대신에 귀환신호의 중심에 위치한 신호 A/

A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AA/A 또는 A/AA 신호의 TOF

를 직접 이용하여 손상의 위치를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6에 도시한 TOF 값 t에 손상의 위

치 (x, y)에 대한 정보가 아래 식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1)

여기서

(2)

위 식에서 (xI, yI)와 (xJ, yJ)는 각각 평판상에서 PZT I와

PZT J의 좌표 값으로서 사전에 아는 값들이다.

식(1)로 주어지는 TOF를 사용하여 이미지기법을 적용하

는 경우에 귀환신호의 중앙에 위치하는 신호 A/A의 중심에

손상정보를 갖는 A/AA 또는 AA/A 신호까지의 TOF를 산

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원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

화 과정에서 신호 A/A는 PZT J의 위치를 이미지로 나타내

고 신호 A/AA 또는 AA/A는 손상의 위치를 이미지로 나타

내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전 연구[11]와는 달리 Fig. 4에

보인 소위 비교신호를 생성하여 신호 A/A 부위를 제거하는

과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단지, 신호 A/A의 크기가

신호 A/AA 또는 AA/A의 크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손상 이미지가 PZT의 이미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손상탐지 결과에 대한 판독

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이미지기법의 적용 과정에서의 신호처리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10,11,13]에서 사용된 이미지기법의 일반화

된 절차에 따라 먼저 Fig. 7(a)에 보인 바와 같이 임의의

PZT-액츄에이터와 임의의 PZT-센서를 연결하는 경로(예로,

경로 I-J)에 대한 귀환신호를 구한다. 다음은 각 귀환신호에

대한 포락선을 구하여 Fig. 7(b)에 보인 바와 같이 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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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ances of each signal paths

Fig. 6 Time-of-flights of each Lamb wave packets Fig. 7 Modified envelope of the reconstruct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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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함수 fIJ(t)로 나타낸다. 이러한 작업을 모든 경로에 대해

반복하여 수행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구한 귀

환신호의 포락선 함수를 이용하여 평판상 임의의 위치 (x,

y)에 설정된 픽셀(pixel)에 대한 이미지 값 (또는 RGB 값)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Image(x, y) (3)

여기서 M은 경로의 수를 나타내고 AIJ는 IJ-번째 경로에 대

한 가중치로서 일반적으로 AIJ = 1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손상 이미지의 강화를 위하여 식(3)을 사용하는 대신

에 다음과 같이 새로이 정의된 이미지 값을 사용하였다.

Image(x, y) (4)

여기서 FIJ(t)는 포락선 함수 fIJ(t)를 다음 식과 같이 변환한

것이다.

(5)

식(4)에서 n의 값을 1 보다 큰 값으로 선택함으로써 Fig.

7(c)에 예시한 바와 같이 신호 A/A의 크기와 신호 A/AA 또

는 AA/A의 크기의 상대적 차이를 줄여 손상 이미지를 보

다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 = 2를 사

용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SHM기술을 금속재료 평판과 같이 Lamb

파의 그룹속도가 모든 전파 방향으로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나 복합재료 평판과 같이 Lamb파의 그룹속도가 전

파 경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1)을 수정하여 적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SHM기술을 알루미늄

평판에 1차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4. 손상탐지 실험 및 결과

4.1 실험장비 및 시편

Fig. 8은 손상탐지 실험에 사용한 실험장치를 보인다. 실

험장치는 입력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발생기(NI사 PXI-

5412)와 신호증폭기 (FLC사 F20AD), 디지타이저 (NI사 PXI-

5412), 그리고 DAQ시스템 (NI사 Chassis PXI-1042Q)로 구

성된다. Lamb파를 발생시키고 송수신하기 위한 액츄에이터

와 센서로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4개의 PZT

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PZT는 모두 직경이 6mm이고 두

께가 2mm인 디스크형 PZT이다.

손상탐지 실험은 알루미늄 평판(AL-6061 T6)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평판은 정사각형으로써 한 변의

길이가 900mm이고 두께는 2mm이다. 하나의 손상이 Fig. 9

에 보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3개의 위치 D1, D2, D3에 발

생된 경우에 대해 차례로 손상탐지 실험을 하였으며 2개의

손상이 (예로 D2와 D3) 동시에 발생된 경우에 대하여도 손

상탐지 실험을 하였다. 손상은 다른 많은 연구자들[8,13-15]

이 널리 사용해 온 간편한 방법으로써 손상이 발생한 곳으

로 선택된 위치에 실린더 모양의 금속 추를 접착제로 부착

하여 실제의 손상을 부가질량(added mass)로 모사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4.2 실험결과

Fig. 8 및 Fig. 9에 보인 바와 같이 평판의 네 곳에 액추

에이터 및 센서로 사용할 PZT 4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

하였다. 부착한 각 PZT의 전기-기계적 임피던스(electromechanical

impedance)를 측정하여 PZT의 부착상태를 평가함으로써 부

착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신호의 불균일성을 먼저 점검하였다.

LabVIEW의 신호생성함수를 사용하여 중심주파수가 200kHz

이고 5개의 피크를 갖는 Morlet함수를 생성하고 함수발생기

와 신호증폭기를 거쳐 ±40V로 증폭시킨 후 초기 입력신호

로 사용하였다. 먼저 PZT A에 초기 입력신호를 가하고 나

머지 세 곳의 PZT에서 응답신호를 측정하여 디지타이저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PZT B, PZT C, PZT D의 순서

로 바꾸어가면서 액츄에이터로 사용하여 동일한 전진과정 실

험을 반복 수행하여 총 12개 경로에 대한 응답신호를 측정

하였다. 상호성 특성(reciprocal property)에 따라 총 12개 경

로에 대한 응답신호 가운데 A-B, A-C, A-D, B-C, B-D, C-

D의 6개 경로에 대한 응답신호가 나머지 6개 경로에 대한

응답신호와 실제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A-B, A-C, A-D,

B-C, B-D, C-D의 6개 경로에 대한 응답신호만을 손상탐지에

A
IJ

 f
IJ

t( )

J 1=

M

∑
I 1=

M

∑

A
IJ
F
IJ

t( )

J 1=

M

∑
I 1=

M

∑

F
IJ

t( ) f
IJ

t( )n=

Fig. 8 Experimental set-up

Fig. 9 Three damag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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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전진과정 실험에서 측정된 응답신호에는 EMI잡음, 초기

입력신호에 포함되지 않는 주파수 성분의 잡음, 경계 반사

신호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손쉽게 식별이

가능한 EMI잡음을 먼저 제거하고 주파수 필터링을 통해 초

기 입력신호에 포함되지 않는 주파수 성분의 잡음을 제거하

였다. 경계 반사신호는 평판의 경계로부터 이들이 반사되어

측정 위치까지 도달하기까지의 TOF를 예측한 후 이를 이용

하여 경계 반사신호를 각 경로 별 응답신호에서 제거하였다.

귀환신호를 얻기 위한 후진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11]에서 제안된 절차를 사용하였다. 먼저 앞서 신호처

리된 응답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초기 입력신호의 주파수 성

분으로 나누어 전달함수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구한 전달

함수에 시간-반전시킨 초기 입력신호를 곱하여 전산으로 귀

환신호를 구하였다. 귀환신호의 신호-잡음비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전산과정으로 구한 귀환신호에 웨이브렛 변환(wavelet

transform)[16]을 적용한 후 그 결과에서 초기 입력신호의 중

심주파수인 200kHz 성분만을 취하여 이를 최종 귀환신호로

사용하였다. Fig. 10는 손상이 Fig. 8에 보인 평판의 D1 및

D2의 위치에 있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6개 경로 A-B, A-

C, A-D, B-C, B-D, C-D에 대해 구한 최종 귀환신호의 포

락선을 도시한 것이며 이들 포락선은 식(5)에서 fIJ(t)로 사

용된다.

Fig. 10(a)는 손상이 위치 D1에 있는 경우에 대한 귀환신

호의 포락선을 나타낸다. 이 경우 손상이 4개 PZT의 가운

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경로 A-B, A-D, B-C, C-D

에 대한 귀환신호의 포락선이 모두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

임을 알 수 있으며, 대각선 경로인 A-C와 B-D에 대한 포락

선도 서로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상이 4개

PZT의 가운데서 한 쪽으로 벗어난 위치인 D2에 있는 경우

에는 각 경로 별 귀환신호의 포락선이 대부분 서로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실측(전진과정)과 전산

(후진과정)으로 구한 귀환신호의 포락선 fIJ(t)함수를 식(5)와

식(4)에 적용하는 개선된 이미지기법을 통해 얻은 손상탐지

결과를 나타낸다. 하나의 손상을 평판의 D1 또는 D2 위치

에 부가한 경우에 매우 정확하게 탐지하고 있으며 네 개의

PZT가 이루는 경계 밖에 하나의 손상을 부가한 경우에도 성

Fig. 10 Envelopes of the reconstructed signals when a damage is located at D1 and D2

Fig. 11 Damage detection results when a single damage is located at D1, D2 or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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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는 손상이 D2

와 D3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탐지

결과가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상이 PZT가 이루

는 경계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경우 경계에서 반사되는

신호의 간섭으로 탐지 결과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 경계신호를 효율적으로 제거 또는 처리하는 과정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HM기술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도초음파인 Lamb파의 TR과정을 통해 얻

은 귀환신호를 활용하여 기준데이터가 필요 없는 TR-기반

SHM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TR-기반 SHM기술은 기존의

TR-기반 SHM기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기존의 TR-기반 SHM기술에서는 귀환신호로부터 추

출한 손상신호를 손상탐지에 사용하였으나 제안된 TR-기반

SHM기술에서는 귀환신호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손상신

호를 별도로 추출할 필요가 없다.

(2) 기존의 TR-기반 SHM 기술에서는 대부분 형상비교법

을 사용하였으나 제안된 TR-기반 SHM 기술에서는 귀환신

호에서 도출한 손상정보 신호 부위의 TOF 정보를 활용하는

이미지기법을 적용하였다.

(3) 이미지기법에서 손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5)

로 표현되는 새로운 포락선 함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TR-기반 SHM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

여 손상이 부가된 알루미늄 평판에 대해 손상탐지 실험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TR-기반 SHM기술이 평판에 부

가한 손상을 성공적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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