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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간섭계를 이용한 압력용기 내부 결함 측정시 

전단량 변화에 따른 오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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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rror Rate in the Variations of Shearing Amount 
in Measuring the Internal Defect using a Shearography

Kyung-Min Hong*, Young-June Kang+, In-Young Choi++, Yong-Jin Ahn++, Suk-Bum Yoon+++

Abstract

Pipe and Pressure Vessels that is used in power plant and chemical industry have many Internal Defects that is corrosion 
caused by the flow of fluid. These Internal Defects that have possibility of explosion are very dangerous because it can 
not see from the outside. This days many companys using NDT method to find an Internal Defect. Most of the NDT 
methods have limitations that are constraint of shape and materials. But Sheargoraphy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conventional NDT method. It has very fast measuring speed, non-destructive and non contacting measurement. As well 
as it hasn't constraint of shape and materials. As a paper on the analysis of measurement of error, the important factors 
were the Shearing Amount and pressure, and discovered measurement of the Internal Defect of the object by using 
shearography. The optimal Shearing Amount and pressure was discovered and utilized.

Key Words : Shearography(전단간섭계), Pressure vessel(압력용기), Internal defect(내부결함), Shearing amount(전단량)

1. 서 론

발전소나 화학 공장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나 파이프 배관은 

부식 작용에 의하여 배관 내부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내부 결함은 겉으로 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심각한 위험

을 초래한다. 발전소나 화학공장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이

프 배관이나 압력용기의 내부의 결함을 신속히 검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현재 신뢰성이 인정되어 사용되는 기존의 검사법으로는 초음

파, X- ray, CT, 와전류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거의 접촉에 가까운 형태로 검사가 진

행되고 있으며, 넓은 영역에 걸쳐 한 번에 결함 검출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전단간섭계를 이용한 광학적인 

결함 검출 방법을 도입할 경우, 광원으로 사용되는 레이저의 

확산, 조사되는 넓은 범위에 걸쳐 원거리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간섭법의 특성상 변위의 미분 값인 변위 구배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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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lography

(b) Shearography

Fig. 1 Holography & Shearography Fringe Pattern

Fig. 2 Schematic diagram for Shearogaphy Fig. 3 Vector diagram to calculate phase difference

때문에 결함뿐만 아니라 부재에 가해지고 있는 고응력의 영역

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1,3).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탄소강 압력용기를 방

전가공을 통하여 길이가 서로 다른 원주 방향의 인위 결함을 생성

하였다. 전단간섭계의 간섭무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단량과 압

력의 두 변수가 결함 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최적의 전단

량과 압력을 제시하는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Line Profile을 이

용하여 압력용기의 내부 결함의 길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2. 이 론

2.1 전단간섭계의 원리

Fig. 1은 홀로그래피와 전단간섭법의 간섭무늬를 비교한 것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단간섭법으로 측정한 간섭무늬는 변

위 구배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형을 측정하는 홀로그래피와 같

은 동심원이 아닌 나비무늬(butterfly pattern)로 불리는 특유의 

형태로 측정되어 진다. 
Fig. 2는 전단간섭계의 개략도로서,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물

체 면에 조사된 후 반사되어 광 분할기에서 두 개의 빔으로 나

누어 진 후 하나는 전단거울이라 불리는 거울에 반사되고, 다른 

하나는 PZT에 붙어 있는 거울에 조사된 후 반사되어 다시 광분

활기로 들어가서 CCD 카메라의 상면에 맺히게 된다. 이때 전

단거울은 간섭무늬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전단량에 의

하여 간섭무늬의 개수와 형태가 변화한다
(4).

2.2 전단간섭계의 전단량에 의한 간섭무늬 생성원리

Fig. 3은 전단간섭계의 간섭무늬 생성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

으로 정적인 변위 구배 미분(Displacement gradient derivative)
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단간섭계에서는 전단량 Sx만큼 떨어진 

두 점 P와 Q가 상면에서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즉 두 점 P와 

Q가 서로 겹쳐진 형태로 보이며, 두 지점의 차이인 Δd의 위상

차 값이 간섭무늬 정보로써 CCD 카메라를 통하여 저장되게 

된다.
P점과 Q점에서 변형 전과 후의 위상차를 구해보면

P 점에서의 위상차는 

∆ 


 ⋅

   (1)

Q 점에서의 위상차는 

∆ 


 ⋅
∆  (2)

래터럴 전자 전단 간전섭계는 두 점 P와 Q사이에서의 변형

의 차이를 계측하기 때문에 간섭계에서 간섭무늬가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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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line profile to fine a internal defect length

위상차 ∆는 식 (1)에서 식 (2)를 뺀 것과 같다. 따라서

∆


 ⋅
∆   (3)

P점과 Q점에서 변형 전후의 위상차를 Fig. 3에서 직접 구해

보면

∆ 

cos sin (4)

∆ 

cos ∆sin ∆ (5)

식 (3)에서 ∆는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 

할 수 있다.

∆



∆





∆
⋅⋅⋅ (6)

∆는 상면에서 Sx와 같고 이 값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2차 이상의 고차 항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식 (6)은
는 다음과 같다.

∆

  (7)

그러므로 식 (7)에서 ∆과 ∆를 구해서 이 값을 식 (5)에 

대입하면

∆ 

cos 


 sin 


 (8)

가 작으면 sin≅, cos≅이므로 

∆∆∆  

cos


  (9)

∆≅ 




  (10)

따라서 간섭계에 의해 측정되는 간섭무늬는 인접한 두 점에

서의 변형률인 ∂∂의 값이 일정한 등고선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단량 Sx의 값이 0에 가까울

수록 식 (11)은 오차가 작은 정확한 식이 되지만, 반대로 Sx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간섭계의 민감도

가 반비례해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Sx 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섭계의 구성상 전단량을 주는 

거울을 조정하여 전단량을 변화시켜주면 간단히 광학계의 민

감도를 조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7).

2.3 위상이동법(Phase Shifting Method)

전단간섭계를 이용하여 물체의 면위 구배 미분 값을 측정하

기 위해 4-bucket 위상이동법을 적용하였다. 4-bucket 위상이

동법은 사용레이저의 발생파장에 1/4π씩 압전소자(PZT)를 이

용하여 정밀하게 움직여서 변형 전, 후의 4장의 이미지를 통하

여 물체의 변형에 의한 레이저 빛의 위상차를 나타내는 위상도

(Phase Map)을 생성한다. 식 (11)은 위상이동법에 의한 변형 

전, 후의 위상 값을 나타내는 식이며, 식 (12)는 물체의 변형 

정보를 담고 있는 위상값을 구하는 식이다
(5). 

  cos
  cos (11)
  cos
  cos      

  tan
  (12)

2.4 Line Profile에 의한 물체의 결함 길이 정량화

물체의 변형 정보를 담고 있는 위상도는 변형 전, 후의 이미지

를 Arctan를 이용하여 획득한 값으로서 2Nπ에서 불연속점이 나

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불연속점을 없애는 연속화 (Unwrapping)
과정을 통하여 물체의 변형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연속화 과정

을 통하여 획득한 물체의 변형 정보 값을 평가하는 방법이 Line 
Profile 방법으로서, 연속화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의 X
방향 값의 정보를 불러들여 1Pixel당 거리를 적용하여 물체의 

결함 길이를 측정하게 된다. 
Fig. 4는 전단간섭계를 통하여 획득한 연속화 과정을 거친 

이미지의 Line profile Graph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물체의 면

외 변위 구배의 미분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프의 변곡점이

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점과 최소 점이 물체의 결함 길이를 나타

내는 값이 된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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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nal defect size

Specimen No. Length Depth Width
No.1 15mm 2mm 1mm
No.2 24mm 2mm 1mm

Fig. 5 Photography of specimen(Specimen Length : 330mm, 
External Diameter : 100mm, thickness : 5mm)

Fig. 6 Photography of Shearography

Fig. 7 Schematic diagram of Shearography

Table 2 Shearing & Pressure Setting Condition

Shearing amount
Specimen 1 Specimen 2 Pressure

7.5mm 10mm

1.2, 1.5, 1.8MPa

10mm 15mm
12.5mm 17mm
15mm 20mm

17.5mm 22mm
20mm 24mm

22.5mm 28mm
25mm 30mm

Fig. 8 Example of line profile graph

3. 실험 방법

3.1 시편

원자력 발전소 파이프 배관으로 사용되는 ASME SA106탄소

강(K02501)(×, ,  ×g/cm3)
을 이용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온의 증기를 운송하는 

배관에 사용되는 심리스 강관으로 시편의 길이는 330mm, 외
경 100mm, 두께는 5mm이고, 양단에 나사산을 가공하여 캡을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 쪽 캡의 중앙에 구멍을 낸 

뒤 유니언을 부착시켜 압축가스를 통하여 가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레이저 빛의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무광택 백색 도료를 도포하였다.
시편 내부의 결함은 각각 깊이와 폭이 같으며, 길이가 다른 

인위 결함을 방전가공을 통하여 생성하였다. Table 1은 압력용

기 시편에 제작된 결함의 세부 치수를 나타낸 표이다.

3.2 광학계의 구성

전단간섭계는 Fig. 6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광원으로는 532nm 

파장을 내는 COHEREMNT사의 DPSS 532 Nd:YAG 레이저

가 사용되었다. 레이저에서 나온 빔은 M1거울과 Expander Lens
를 지나 확산된 파의 형태로 압력용기에 조사되며, 광 분할기에 

의하여 전단거울인 M2와 PZT에 부착된 거울인 M3에 의하여 

조사된 후, 반사되어 광 분할기에 의하여 CCD 카메라에 기록

된다.

3.3 실험 조건

전단량과 압력이 측정된 물체의 내부 결함 길이에 대한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편의 결함길이를 고려하여 전단량과 압

력 조건을 Table 2와 같이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전

단량과 압력 조건에 의하여 측정된 내부 결함의 크기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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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ase Map Image (b) Unwrapping Image

Fig. 9 Photograph of Phase Map and Unwrapping Image along 
shearing amount of the 7.5mm at 1.2MPa

(a) Phase Map Image (b) Unwrapping Image

Fig. 10 Photograph of Phase Map and Unwrapping Image along 
shearing amount of the 15mm at 1.5MPa

(a) Phase Map Image (b) Unwrapping Image

Fig. 11 Photograph of Phase Map and Unwrapping Image along 
shearing amount of the 20mm at 1.8MPa

Table 3 Defect lengths of detected defects along the same shearing 
amounts for each pressure

 1.2MPa 1.5MPa 1.8MPa

1
7.5mm 13.56mm 13.61mm 13.67mm
10mm 13.82mm 13.84mm 13.84mm

2
10mm 22.75mm 22.57mm 22.82mm
15mm 22.81mm 22.84mm 22.94mm

Fig. 12 A graph showing the lengths of detected defect along 
the shearing amounts for each pressure(specimen No.1)

Fig. 13 A graph showing the lengths of detected defect along 
the shearing amounts for each pressure(specimen No.2)

8과 같이 전단간섭계의 Line Profile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의 Pixel차 계산한 후, CCD 카메라가 나

타내는 1픽셀당 거리를 곱하여 실제 거리로 나타내었다.

4. 실험 결과

4.1 내부 결함 측정 결과

Figs. 9, 10, 11은 시편 1의 전단간섭계를 이용하여 전단량과 

압력 변화에 따른 압력용기의 축방향 결함의 위상도와 연속화 

이미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상도와 연

속화 이미지를 이용하여 물체의 내부 결함의 위치 확인은 가능

하였으나 측정된 물체의 내부 결함의 크기가 얼마인가는 가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압력과 전단량 별로 Line profile을 이용

하여 측정된 물체의 내부 결함 길이를 도출하여 실제 결함 길이

와 비교하여 오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4.2 압력 변화에 따른 결함 오차 

Table 3은 전단간섭계의 압력 변화에 따른 압력 용기의 내부 

결함 측정 거리를 따른 오차를 분석한 표로서, 시편 1번과 2번 

모두 동일 전단량에서 검출되는 결함 길이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전단간섭계의 측정결과

는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압력은 전단간섭계

의 면외 변위 변화에 의한 간섭무늬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파악 되었다. Fig. 12와 Fig. 13은 각각의 전단량이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물체의 내부 결함 측정 오차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4.3 전단량 변화에 따른 측정 오차

Fig. 14와 Fig. 15는 전단량 변화에 따른 시편 1과 2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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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 graph showing error rates along the shearing amounts 
for each pressure(specimen No.1)

Fig. 15 A graph showing error rates along the shearing amounts 
for each pressure(specimen No.2)

용기 내부 결함 길이의 오차를 분석한 그래프로서, 전단량에 

의해 전단간섭계의 내부 결함 측정 오차가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특히 전단량이 물체의 내부 결함의 크기보다 크게 주어질 

경우, 측정된 물체의 내부 결함 길이는 훨씬 크게 나타나 오차

율이 심하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전단량이 물체의 내

부 결함 크기와 같을 경우 전단간섭계의 물체의 내부 결함 측정

오차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단간섭계를 이용하여 발전소나 화학 공장 등에 

많이 사용되는 파이프 배관이나 압력 용기에 부식으로 발생한 

내부 결함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고 내부 결함 길이를 정략적으

로 측정하기 위한 최적의 압력과 전단량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단간섭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단량은 전단간섭계의 생성 간섭무늬의 모양과 개수를 결정

하는 인자로서, 전단량이 결함 길이와 같을 경우 측정되는 결함

의 오차율이 가장 작아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으며, 특히 전단

량이 결함길이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간섭무늬의 개수가 증가

하여 결함의 검출이 용의하지만 내부 결함 길이 측정 오차가 

현격히 증가함을 도출하였다. 
압력의 경우 전단간섭계의 간섭무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압력이 증가할 경우 물체의 면외 변위 변화량이 증가

하여 간섭무늬의 생성 개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압력 변화에 

따른 물체 내부 결함 길이의 측정오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논문의 실험은 압력용기의 원주 방향으로 제작된 인공 결

함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이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결

함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단

간섭계는 물체의 면외 변위 구배 미분 값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서, 물체의 결함 길이를 정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물체

의 실질적인 면외 변위 변화량 측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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