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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혼합기법을 이용한 재료 손상 진단 용 가능성 연구

Feasibility Study on Diagnosis of Material Damage 
Using Bulk Wave Mixing Technique

최정석*, 조윤호**✝

Jeongseok Choi* and Younho Cho**✝

초 록 초음파 비선형 진단을 이용한 기법의 경우 재료의 단순 결함 검출뿐만 아니라 부식, 소성변형과 같

은 미세손상을 평가할 때 주로 이용된다. 1차 조화파(primary wave)와 2차 조화파(second harmonic wave)의 진

폭의 비를 이용하여 비선형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비선형성의 비교 결과를 진단에 사용한다. 실험 특성상 비

선형성은 재료의 비선형성뿐만 아니라 장비의 비선형성 또한 포함하게 된다. 장비 비선형성은 사용자가 측정

하고자 하는 값이 아니므로 오차로 작용하여 분석을 방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차로 작용하는 장비의 비선

형성을 감소시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체적파 혼합기법을 사용하였다. 체적파 혼합기법의 가장 큰 특징

은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보다 장비의 비선형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적파 혼합기

법을 이론 및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의 결과와 체적파 혼합기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장단점 및 적용 가능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용어: 미세손상, 비선형성, 장비 비선형성, 체적파 혼합기법

Abstract Ultrasonic nonlinear evaluation is generally utilized for detection of not only defects but also micro- 
damage such as corrosion and plastic deformation. Nonlinearity is determined by the amplitude ratio of primary 
wave second harmonic wave, and the results of its comparison are used for evaluation. Owing to the 
experimental features, the experimental nonlinearity result contains system nonlinearity and material nonlinearity. 
System nonlinearity is that which is unwanted by the user; hence, it acts as an error and interrupts analysis. In 
this study, a bulk wave mixing technique is implemented in order to minimize the system nonlinearity and obtain 
the reliable analysis results. The biggest advantage of this technique is that experimental nonlinearity contains less 
system nonlinearity than that for the conventional nonlinear ultrasonic techniqu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s are performed in this study.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bulk wave mixing technique with those 
of the conventional technique,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application validity of the bulk wave mixing 
technique are determined.

Keywords: Microdamage, Nonlinearity, System Nonlinearity, Bulk Wave Mixing Technique

1. 서 론

1.1. 소개

원자력발전, 우주항공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의 경우 재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 

비파괴검사가 주요한 검사방법 중 하나로 사용된

다. 단순한 결함 검사의 경우 초음파의 속도, 시

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진단을 하는 것이 특징

이다. 하지만 부식, 소성변형 등과 같은 미세손

상, 미세변화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

는 진단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비선형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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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의 정량화된 값을 이용하여 진단하며, 이

러한 진단방법을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이라 한

다[1,2]. 비선형성을 이용한 진단의 경우 실험 특

성상 재료의 비선형성뿐만 아니라 장비의 비선형

성까지 같이 측정된다. 이러한 장비 비선형성은 

오차로 작용하며, 이러한 오차로 인한 장비의 비

선형성을 줄이면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의 비선형성을 줄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체적파 혼합기법을 사용하

였다. 두 개의 송신센서를 가진시켜 시편 내부에

서 새로운 혼합신호를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성된 신호는 직접적으

로 장비로부터 나온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은 장비의 영향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혼합신호

의 주파수는 두 개의 1차 조화파의 주파수의 합 

성분 또는 차 성분을 가지게 되는데, 차 성분의 

혼합신호의 경우 두 개의 1차 조화파에 공통적으

로 존재하는 장비의 비선형성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초음파 비선

형 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동향 및 목적

비선형 초음파 혼합기법 이론은 오래 전부터 

정립되어 왔지만, 실험적 검증 및 기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론 연구의 경우 Jones[3]와 Taylor[4]에 의하여 

체적파 혼합기법에 대하여 상당부분 정립되었다. 
주된 내용은 비선형 방정식으로부터 두 개의 초

음파 신호를 기반으로 하나의 새로운 혼합신호를 

유도하는 과정으로서, 혼합을 위한 두 신호의 비

율, 각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호

혼합의 실험적 검증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는 Croxford[5], Liu. M[6], Rollins[7], Shui[8]의 연

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혼합기법의 사용 가능성, 적

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

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과의 비교연구는 전

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적파 혼

합기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혼합신호 생성의 이론적, 실험적 검증과 동일한 

상황에서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기법 결과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 론

2.1. 초음파 비선형성의 표현

비선형 초음파 방정식의 경우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차 탄성계수가 아닌 그 이상의 식으로 

가정하여 얻을 수 있다. 비선형성은 주파수 

영역에서 1차 조화파의 진폭 크기와 2차 조

화파의 진폭 크기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



(1)

2.2. 체적파 혼합기법  

체적파 혼합기법의 경우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과는 다르게 1차 조화파가 하나가 아니

라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2)
와 같이 서로 다른 주파수의 종파(L)와 횡파(T)를 

혼합하여 차 성분의 횡파를 생성하는 것에 중점

을 두었다.

→  (2)

1차 조화파의 종파와 횡파는 각각 식(3), (4)와 

같이 가정하였으며,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 
tion)은 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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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4)


 


  

 


 


 (5)

여기서 , 는 각각 1차 조화파로서 종파

와 횡파를 나타내며, 는 2차 조화파로서 이번 

연구에서는 혼합신호를 나타낸다. , 는 각각 

종파와 횡파의 진폭을 의미하며, , , 는 각

각 재질의 3차 탄성계수, 종파 속도, 밀도를 의미

한다. 식(3)-(5)의 아래첨자의 경우  와 는 시

간과 위치에 대하여 편미분을 나타내며, 과 는 

종파와 횡파를 나타낸다(, 는 종파와 횡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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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bulk wave mixing technique

파수(wave number), , 는 각각 종파와 횡파의 

주파수를 의미).   
식(3), (4)의 경우 종파와 횡파가 마주보고 진행

하는 모델을 가정하기 위해 sine식 내부의 부호

를 반대로 설정하였다. 위의 가정식을 토대로 식

(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 성분 혼합신호 생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식(6)을 식(7)과 같이 차 성분

만을 포함하는 형태로 단순화 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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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혼합신호의 진폭을 의미하며, 
는 비선형성으로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7)을 토대로 에 대하여 수식을 전개하여 

혼합신호를 유도하면 식(8)과 같으며, 혼합신호 

진폭은 식(9)과 같다. 이를 토대로 1차 조화파와 

혼합신호를 도식화 하면 Fig. 1과 같다.
혼합기법의 경우 두 개의 1차 조화파를 혼합하

여야 하는 실험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혼합신호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혼합신호의 진폭을 

나타내는 식(9)의 경우 주파수의 함수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주파

수 비율을 찾으면 최대 혼합신호 진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진폭 조건의 경우 

식(9)의 분모를 0에 대해서 정리하여 구할 수 있

는데, 식(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재질이 정해지면 종파()와 횡파()는 고정값이

므로 최대진폭을 가지는 하나의 주파수 비율을 

식(10)을 통해 유도가 가능하다. 

∴




  (10)

3. 체적파 혼합기법 실험 및 결과

3.1. 체적파 혼합기법 실험

먼저 앞에서 유도한 이론을 바탕으로 혼합신호

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알루미늄(Al6061)으로서, 

종파 속도는  = 6.36 mm/s이며, 횡파 속도는 

= 3.01 mm/s이다. 시편의 크기는 가로 300 mm, 
높이 65 mm, 두께 45 mm이다. 구성도와 실제 실

험 모습은 Fig. 2, 3과 같다.
서로 다른 중심주파수를 가진하기 위해 RPR- 

4000 (Ritec Inc., 미국)과 RAM-10000 (Ritec Inc., 
미국)의 트리거를 연결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Fig. 
4참조), 각각 중심주파수가 10.0 MHz(종파), 2.25 
MHz(횡파)인 탐촉자를 이용하여 7.99 MHz, 2.11  

MHz를 가진하였다. 수신부의 경우 RPR- 4000과 

연결되어 중심주파수 5.0 MHz의 횡파 탐촉자로 

혼합신호(5.88 MHz)를 수신하였다(Table 1 참조).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ig. 3 Photo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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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equency domain analysis depending on the 
windows at maximum amplitude condition 
(No.4 type signal of Table 2)

시편의 상단과 아래에 각각 송신부 탐촉자 

 , 를 각각 위치시켰으며, 상단에 수

신부 탐촉자  를 위치시켰다. 식(10)을 

고려한 송수신 주파수는 식(11)과 같다. 식(12)은 

실제 실험에 사용한 주파수 조합 목록으로, 두 

번째 주파수 조합은 식(11)와 동일한 최대 진폭 

조건이며, 첫 번째와 세 번째 주파수 조합은 최

대 진폭 조건이 아닌 주파수 조합이다.    
Table 2는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종류이다.  

1번과 3번은 두 개의 1차 조화파를 각각 따로 가

진하여 얻은 신호이며, 2번은 동시에 가진하여 

얻은 신호이다. 그리고 4번은 동시에 가진한 신

호에서 각각 따로 가진한 신호를 차감한 신호이

다. 이번 연구에서의 혼합신호 검출 여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Fig. 4 Photo of experimental arrangement

Table 1 Experimental PZT sensors information

PZT type PZT center 
frequency

Generated or received 
frequency

L 10.0 MHz = 7.99 MHz

T 2.25 MHz = 2.11 MHz

T 5.0 MHz  = 5.88 MHz

Table 2 Experimental signal data

No. Type of data Explanation

1 2.11 MHz Only 2.11 MHz is generated.

2 5.88 MHz Both 2.11 MHz and 7.99 MHz
are generated at the same time.

3 7.99 MHz Only 7.99 MHz is generated.

4 7.99 MHz(only) No.2-(No.1+No.3)

  →  

→
(11)

  →

  →

  →

(12)

- 1차 조화파를 동시에 가진한 신호(2번과 4번 

신호)의 주파수 그래프에서 혼합신호에 해당하

는 주파수 성분이 검출될 경우(Table 2 참조)
- 2번 신호에서 1번 및 3번 신호보다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성분이 현저하게 클 때(Table 2 참조)

3.2. 체적파 혼합기법 실험 결과

Fig. 5, 6은 최대 진폭 조건(식(9)참조)에서 실

험한 결과값이다. Fig. 5는 Table 2의 4번 신호에 

해당하는 분석값으로서 창함수(window function)
에 따른 주파수 분석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5는 4가지 신호(Table 2 참조)를 모두 나타낸 그

래프이다. Fig. 5, 6을 통해 두 개의 1차 조화파

를 동시에 가진한 신호(Table 2의 2번 신호)와 동

시에 가진한 신호에서 각각의 1차 조화파 신호를 

차감한 신호(Table 2의 4번 신호)에서 이론상 혼

합신호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5.88 MHz 성분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6에서 두 

1차 조화파를 동시에 가진한 신호(Table 2의 2번 

신호)에서의 5.88 MHz 성분이 상대적으로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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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domain analysis at maximum
amplitude condition (both 2.11 MHz and 
7.99 MHz are generated at the same time.)

Fig. 7 Frequency domain analysis at non-maximum 
amplitude condition (both 2.11 MHz and 6.99 
MHz are generated at the same time.)

Fig. 8 Frequency domain analysis at non-maximum 
amplitude condition (both 2.11 MHz and 8.99 
MHz are generated at the same time.)

Fig. 9 Experimental setup of conventional nonlinear 
ultrasonic technique (a) and bulk wave 
mixing technique (b)

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혼합신

호가 검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Fig. 7, 8은 식(12)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

당하는 주파수 조합으로서 최대 진폭이 아닌 주

파수 조합이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이론상 혼합

신호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4.88 MHz, 5.88 MHz 
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최대 진폭 조건

에서만 신호가 검출되었으며, 최대 진폭 조건이 

아닌 주파수 조합에서는 혼합신호가 검출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초음파 비선형 기법과의 비교실험 및 결과

4.1. 초음파 비선형 기법과 비교실험

본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체적파 혼합기법과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의 결과 비교를 통

하여 장단점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앞서 사용한 시편과 동

일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Fig. 9는 실험 구성도로

서 시편 상에서 각각의 위치를 부여하고,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과 체적파 혼합기법을 이

용하여 동일한 시편에 대해 위치에 따른 비선형

성을 측정하였다.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의 경

우 1차 조화파를 2.94 MHz로 가진시켰다. 1차 조

화파 주파수를 2.94 MHz로 설정한 이유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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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normalized nonlinearties (same
vertical range is not set.) between conventional
nonlinear ultrasonic technique (a) and bulk
wave mixing technique (b)

Fig. 11 Comparison of normalized nonlinearties(same
vertical range is set.) between conventional
nonlinear ultrasonic technique (a) and bulk
wave mixing technique (b)

조화성분이 5.88 MHz가 검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체적파 혼합기법의 혼합성분인 5.88 MHz와 동일

한 주파수로서 비록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의 

주파수에 따라 비선형성 결과가 달라진다 할 수

는 없지만 실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주파수를 설정하였다. 혼합기법의 경우 앞

선 실험과 동일한 주파수 조합을 사용하였다.  

4.2. 초음파 비선형 기법과 비교실험 결과

Fig. 10은 위치에 따른 비선형성 변화 그래프 

이다. 경향성을 비교하면 위치 3, 2, 1, 4, 5의 순

서로 비선형성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두 결과 그

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경향성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Fig. 11 또한 Fig. 10과 같은 비선형성 변화 그

래프이다. 하지만 수직축의 범위를 동일하게 설

정하여 변화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Fig. 1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기

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폭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폭이 적으며, 체적파 혼합기법 결과

의 경우 변화의 폭이 뚜렷한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체적파 혼합기법이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에 비해 비선형성 변화를 통한 

진단에 있어서는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태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체적파 혼합기법의 이론적 검

증, 실험적 검증과 함께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혼합기법의 적용 가능

성, 사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대 진폭 조건의 주파수 조합에서만 혼합신

호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최대 진폭 조건이 아

닌 주파수 조합에서는 명확한 혼합신호를 검출하

지 못하였다. 또한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과의 

비선형성 비교실험에서는 동일한 비선형성 경향

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직

축의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을 경우 체적파 

혼합기법의 결과가 더욱 뚜렷한 변화폭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선형성 변화

를 통한 진단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초음파 비선

형기법보다 체적파 혼합기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

는 이유는 혼합기법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비의 

비선형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혼합기법이 장비

의 비선형성을 줄일 수 있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혼합신호의 경우 장비로부터 직접적으로 얻

어진 신호가 아니라 시편 내부에서 새롭게 

생성된 신호이기 때문에 장비에 의한 영향성

이 상대적으로 적음.
• 차 성분 혼합기법의 경우 두 1차 조화파들에 

포함된 공통된 장비 비선형성이 상쇄되어 장

비 비선형성이 줄어듦.

실험 결과 체적파 혼합기법이 기존의 초음파 

비선형 진단기법과 비교하여 뚜렷한 비선형성 변

화폭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현장에 적

용할 경우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진폭 조건의 주파

수 조합에서만 혼합신호가 검출되었으므로, 실제

로 적용할 경우 임의의 주파수 조합이 아닌 이론

상의 계산값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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