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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AE) 신호는 고체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형성된 변형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탄성파이다. 1950년대 음향방출 현상의 발견

이후 많은 연구와 적용시험을 거쳐 음향방출 시험법은 재료 거동 평가 및 균열 탐

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파괴검사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음향방출 감시의 이점은 

동적 변형에 의한 음향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결함위치와 결함 진전을 알 수 있고, 

기존의 비파괴 검사와는 달리 가동중인 상태에서 원격감시와 온라인 연속감시가 가

능하다. 현재 음향방출 시험법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각 분

야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 가동전 검사시 수압시

험 및 1차 계통 압력경계면의 누설 탐지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음향방출이 응용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물과 부품의 가동중 연속감시에 널리 응용되고 있

는 AE 시험법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신호 계측 방법 및 산업계의 응용 사례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기술하 다. 음향방출 시험법은 원전 NSSS 주요 기기 및 부

품의 구조건전성 온라인 감시의 주요 기술로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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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ustic emission is the elastic wave that is generated by the rapid release of 

energy from the localized sources within a material. After the observation of 

acoustic emission phenomenon in 1950, the research and further investigation  

had been performed.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becomes a rapidly matured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 with demonstrated capabilities for characterizing 

material behavior and for detecting the defect. It is of interest as a possible 

passive monitoring technique for detecting, locating and characterizing the 

defects in component and structure.  Acoustic emission technology has recently 

strengthened the on-line monitoring application for the detection of incipient 

failures and the assurance of structural integrity. The field of acoustic emission 

testing is still growing vigorously and presents many challenges. Especially, 

acoustic emission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the leak detection of primary 

pressure boundary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tate-of-art report, the 

principle, measurement and field applications of acoustic emission technique is 

reviewed and summarized. Acoustic emission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the 

assurance of nuclear safety as the on-line monitoring technique of structural 

integrity of NSSS component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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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AE)은 재료내부의 미시적 변형이나 파괴에 의해 발

생되는 탄성응력파(elastic stress wave)로 정의된다. AE는 일종의 탄성에너지로써 

물질들이 변형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AE의 역사에 관해서는 암석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rock talk나 주석의 쌍정변형시에 들리는 tin cry 등으로 거론하여 왔

으나, 근대적인 의미에서 1950년에 최초로 독일의 Joseph Kaiser에 의하여 A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응력하에서의 재료의 변형과 연관지어 설명되었다. 그 후 AE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1960년대 초반, AE 신호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압력용기들의 균열과 불연속부를 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됨에 따라 새로운 

비파괴검사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다. 

  음향방출 시험법(Acoustic Emission Testing: 이하 AE법)은 초음파 신호를 재료 

내부에 직접 입사시키고 결함 또는 재료내의 불균일 조직 등에서 되돌아오는 수신

파를 검출하는 능동적(active)인 초음파시험법(Ultrasonic Testing)과는 다르게 재료 

내부의 변형, 결함성장, 파괴 등에 의해 발생되는 탄성파를 수신하여 재료 내부의 

동적 거동을 파악하고 결함 특성 및 상태를 평가하는 수동적(passive)인 비파괴검사 

방법이다.  여러 개의 AE 센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센서의 AE신호 도달 시간차

에 의하여 균열발생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수신된 AE신호의 파형해석을 통하

여 균열의 특성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AE법은 재료시험 평가, 압

력용기나 구조물의 수압시험 등을 비롯해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설비나 항공기 구조

물의 연속감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적용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AE법

의 다양한 적용성은 AE의 발생과정이 극히 미세한 비가역적 변형에 기인하고, 초

음파시험법이나 방사선투과시헙법과 같은 비파괴검사법에서처럼 피시험체에 어떤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으며, 검사 부위에 대한 스캐닝없이 시험체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AE파는 물질의 고유한 감쇠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수 십 미터 정

도 전파된 후에도 신호의 크기가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체적검사법에서처럼 결함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 구

조물 전체를 검사할 필요가 없이, 가동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조물내의 결함 발생이

나 성장유무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AE법을 보다 실제적인 검사에 적

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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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발생원이 재료 내에서 동시에 일어날 경우 이들을 서로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

렵다는 것과 주변 배경잡음이 큰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AE법이 재료 특성평가 및 구조물 건전성 진단 적용 등에 널리 적용할 수 있

는 것은 10 -13m의 미소변위나 수 mPa의 압력 변화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높은 감

도 때문이다.  AE 신호는 원리상으로 원자의 이동이나 전자의 움직임 까지 탐지가 

가능하므로 재료 내부의 결함이 관측되기 훨씬 이전부터 AE 신호를 포착할 수 있

다.  또한 저주기 피로시험 등에서 균열 진전 이전에 전위 이동과 같은 재료내부 

미세 변화에 의한 AE 신호를 계측할 수 있다. 

   AE 시험 기술의 응용으로서는 석유 화학 설비에서의 압력 용기 및 저장 탱크에

서의 결함 검출, 원자로 설비에서의 연속 감시, 용접 공정시의 적용, 지질 연구 및 

토목공학에의 응용, 반도체 및 마이크로 부품관련 전자 산업에의 도전, 우주 항공 

산업에의 적용, 생체 공학에의 응용, 절삭 및 성형 등의 생산라인에서의 감시도구로

의 적용과 같이 수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얼음 및 빙하에서의 음향

방출 발생 기구 연구 등의 특수 분야에까지 접근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다양

한 종류의 구조물과 물질들이 AE 시험법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AE 

발생 메커니즘들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AE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AE 발생특성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특정 AE 

발생기구가 파악되면, 구조안정성평가를 하는데 있어 AE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AE 시험법을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상황

에 알맞은 정  측정기술과 고감도 압전센서 개발을 비롯해 신호 처리장치 및 신호

해석 평가기법의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

  본 보고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로 수행중인 “NSSS 

기기건전성 검사진단기술개발”의 소과제인 “원전 NSSS 주요기기 및 부품의 구조적 

건전성 온라인 감시기술개발”에서 연구하고 있는 온라인 연속감시 기법으로서의 

AE 시험법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과 그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물과 부품의 가동중 연속감시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AE 시험법

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신호 계측 방법 및 산업계의 응용 사례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

석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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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AE 연구개발 현황 

 

  음향방출(AE) 발생에 있어 선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진이 발생할 때와 바위

가 쪼개지고 나무가 부러질 때 소리가 발생하며 쇠를 담금질하거나 주석의 쌍정변

형시에도 소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AE는 미소지진

(microseism), 미소지진 발생(microseismic activity), 암석잡음(rock noise), 주석 울

음(tin cry), 응력파 방출(stress wave emission), 응력파(stress waves) 등으로 불리

웠다.  음향방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50년 독일의 Joseph Kaiser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최초로 음향방출(A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음향방출을 응력하

에서 재료의 변형과 연관지어 설명하 고 연속형 신호와 돌발형 신호를 명확히 구

분하여 기술하 다[1]. 그는  금속재료의 인장시험으로부터 1) 시편내부에서 생성되

는 음향신호의 종류와 생성과정, 2) 주파수 범위, 3) 응력-변형률 곡선상의 특성치

와 주파수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 다. 그는 또한 금속재료에서의 비가역적인 음향

방출 발생 특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 효과(Kaiser effect)라고 명

명하 다. 이 현상은 재료의 응력 이력을 알 수 있으며 재료의 손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 Kaiser에 의해 시작된 음향방출에 대한 연구는 

그 후 미국의 Schofield 등에 의하여 재료과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

고 AE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 다[2]. Schofield는  음향방출의 발생원에 대

한 탐구의 결과로서 음향방출의 발생은 체적 또는 내부효과에 의한 것이지 표면효

과에 의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1960년대 음향방출을 학문적인 연구분야로서 발전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는 Tarto와 Frederick 등이 있다[3, 4]. Tarto는 일

찍이 음향방출을 비파괴시험 검사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음향방

출에 관한 두 가지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그 첫째는 음향방출을 발생시키는 현상

에 대한 이론적 기구를 규명함으로써 물리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와, 둘

째는 산업용 재료의 거동을 분석하여 음향방출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편 

항공우주분야에서도 음향방출을 압력용기의 수압시험 등에 적용함으로써, 그때까지 

불가능했던 미소균열의 발생이나 발생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음향방출 응용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로는 

Green[5]과 Dunegan[6]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후에 각각 음향방출 측정기기를 제

조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어, 측정기기의 현대화를 통한 음향

방출 실용성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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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의 비파괴검사에도 음향방출시험법이 적용되었다. 1965년에 Phillips 

Petroleum회사(현재의 EG & G Idaho)의 Parry[7]는 원자로의 냉각수 누설 탐지에 

음향방출법의 적용을 시도하 으며, 미국원자력위원회(USAEC)의 후원아래 Phillips 

Petroleum과 Battelle 북서태평양 연구소(BPNL)의 Hutton[8]과 공동연구를 수행하

여 원자력발전소의 적용에 성공하 다. 알곤 국립연구소(ANL)에서는 Anderson[9]

이 고온 침전식 마이크로폰 센서를 고안하여 소듐냉각 원자로에서의 냉매 비등현상

을 탐지하는데 음향방출을 응용하 다. Rocky Flats Plant의 Drouillard는 주로 가

압 또는 응력 하에서의 취성파괴를 일으키는 요인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 으며 AE 

기술개발에 큰 공헌을 하 다[10]. UCLA의 Ono는  Journal of Acoustic Emission

을 발행하여 AE 기술을 학술적 연구 분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

다[11]. 

  현재 음향방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은 격년으로 국제 

음향방출심포지엄(IAES)을 개최하고 있는데, 학계에서의 연구는 물론 산업체의 여

러 분야에서 실제적인 응용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l2].  최근 일본에서는 저잡

음 고감도 AE 센서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 다. 미국에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여러 대학이나 국립연구소 또는 국립표준기술원(NIST)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정부의 연구비 투자규모 축소에 따라 연구 활동이 크

게 위축된 실정이다. 다만 항공우주분야나 석유화학 계열의 민간회사들은 응용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를 계속 가지므로, 음향방출 측정기기 개발 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예상외로 적다. 예를 

들어 Monsanto Chemical회사의 Fowler[13]에 의한 FRP 용기에 대한 음향방출 시

험기술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개발되었고 이제는 미국의 50개 주 대부분에서 이 

시험절차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Boeing과 같은 항공회사에서 이미 수십 

년째 음향방출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다. 

  AE 법을 산업에 이용하고자 그 동안 AE 시험법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각국 나

라에서 활발히 추진하여 표 2-1과 같이 AE 시험법 코드, 표준 및 지침서를 제정하

다. 역사적으로 ASME와 ASTM에서 AE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동시에 시작되었

는데 1972년 중반 ASTM E07.04 AE의 Subcommittee가 형성되었고 1973년 ASME 

Section V NDE Subcommittee는 AE의 Ad Hoc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75년 ASME에서 ASME E-0096 "Proposed Standard 

for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During Application of Pressure"를 제정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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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ME Code로 적용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범적인 Code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1981년에 SWGAE(Special Working Group on Acoustic Emission)이 형성

되어 (1)Small Section VIII Vessel의 Code Case와 (2)Fiber-Reinforced 

Plastic(FRP) Vessel의 AE시험법에 있어 새로운 Code Rules에 대한 최종 인정을 

하 다. ASME Section V의 Reinforced Plastic Pressure Vessels의 Subcommittee

는 FRP Vessel의 검사에 대한 AE시험법인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of 

Fiber Reinforced Plastic Vessel"을 제정하여 ASME Sec. V Article 11에 수록하여 

1985년 개정판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출판되었다. 현재 SWGAE는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of Metallic Vessel During Pressure Testing"에 대한 규정

을 수압 시험에만 적용하여 사용하기 위해 1987년에 Section V에서 승인되었으며 

또한 Section XI의 In-service Inspection의 Subcommittee에서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of Nuclear Reactor Pressure Boundaries During Operation"을 

Non-mandatory로 규정되었다. 이외에도 유럽 AE 공동 연구 그룹인 EWGAE 

(European Working Group on Acoustic Emission)이 1972년에는 결성되어 AE법  

적용에 대한 5가지 표준 코드를 제정하여 출판하 고 Code VI는 준비단계에 있으

며 Code VII는 Case Studies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969년에 일본비

파괴검사학회 산하의 JSNDI 006 Committee로서 AE 분과가 자리 잡았으며, 1979, 

1980년도에 AE법 응용에 대한 표준화 Code를  제정하 다. 또한 Plastic 산업 학회

의 Reinforced Plastic에 대한 AE 연구위원회인 CARP(The Committee on 

Acoustic Emission from Reinforced Plastics)는 FRP Tank, Vessel 및 Pipe의 AE

시험법에 대한 Guideline을 제정하 다. 여러 표준화 제정 위원회에서는 AE 시험법

의 표준화 Code 및 규정에 대한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고, 미국 비파괴학회

(ASNT)에서는 AE 시험 코드 및 규격을 포함하여 그동안 수행되어온 AE 관련 연

구개발 결과들을 모아서 handbook으로 발간하고 AE법을 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4].   

  국내의 AE 연구는 1970년대 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시작되어 AE 발생특성 해

석 및 균열진전 연속감시 등을 연구하 고[15]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김호

철 교수 연구실에서 본격적인 AE 연구를 수행하 다. 1990년 6월에 이르러서는 한

국음향방출연구회(KWGAE)가 조직되어 AE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AE 기술 입문서를 발간하기도 하 다[16]. 한국원자력연구소는 AE에 대한 연

구를 국내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응용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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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잡고 “가동전.중검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개발”이란 특정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17],[18]. 최근에는 센서에 관한 연구로서 AE센서 제조기술 수립과 특수목

적에 맞는 센서개발을 수행한 바 있다[19]. 한국표준연구소는 AE에 대한 기초연구

인 AE 측정기술, AE 센서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처 지원하에 연구를 수행

하여왔다. 또한 AE 표준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여 AE 측정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20]. 기계연구원에서는 산업용 용기와 배관의 건전성 감시등에 AE시험법을 적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 다[21].  대학교의 경우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에서 AE 연구 활동하고 있다. AE 센서 개발과 관련된 

벤처 회사로는 표준연구소에서 최근에 창업한 하기소닉 사와 쌍용연구소에서 창업

한 레트론 사 등에서 AE 센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7 -

표 2-1  AE시험법 관련 코드, 표준 및 지침  

(1)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AAR)

Term Title Edition Comment

AAR-91

Procedure for Acoustic Emission Evaluation of 
Tank Cars and IM101 Tanks

1991 tank car
(since 2000:
work on newer

draft)

AAR

Annex Z Acoustic Emission Test Procedure

(Issue 1)

Feb. 1993

since 2000

tank car

(since 2000:
work on newer
draft)

AAR
Procedure for Structural Integrity Inspection 
of Tank Cars Using Acoustic Emission

June
2001

tank car

(2) American Cear Manufacturer Association(AGMA)

Term Title Edition Comment

AGMA 
93FTM9

Gear Tooth Bending Fatigue Crack Detection 
by Acoustic Emissions and Tooth Compliance 
Measurement

1993 metal

(3)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Term Title Edition Comment

API 510
Pressure vessel inspection code: Maintenance 
inspection, rating, repair, and alteration
(Section 6.3)

1997 pressure vessel

API 
SPEC 16A

Specification for Drill Through Equipment
(Section VI E1.14)

1997 quality assurance
drilling machine

(4)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Term Title Edition Comment

ASME
Sec. V
Article 11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of Fiber 
Reinforced Plastic Vessels

2001
pressure vessel,
fiber reinforced
plastic vessel

ASME
Sec. V

Article 12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of Metallic 
Vessels During Pressure Testing

2001
pressure vessel,
metal

ASME VIII

Div. 1
Case No.1968

Use of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in 

Lieu of Radiography
1985

pressure vessel

valid until 1991,
might be no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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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Title Edition Comment

ASME
Sec. XI

Case No.
N-471

Acoustic Emission for successive inspections 
Supplement 1 Guidance information for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of pressure 
boundaries during operation

1990 pressure vessel,
metal, fiber

reinforced plastic 
vessel

ASME
Sec. XI
Appendix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of Nuclear 
Reactor Pressure Boundaries during 
Operation

-
pressure vessel,
nuclear

(5)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Term Title Edition Comment

ASTM 
C 1175

Standard Guide to Test Methods and 
Standards for Nondestructive Testing of 
Advanced Ceramic

1999 ceramics

ASTM 
E 543

Standard Practice for Agencies Performing 
Nondestructive Testing

2002 fundamentals

ASTM 
E 569

Standar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of Structures During Controlled 

Stimulation

1997 structures

ASTM

E 650

Standard Guide for Mounting Piezoelectric 

Acoustic Emission Sensor

1997 fundamentals

ASTM 

E 749

Standar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During Continuous Welding

2001 welding,

monitoring

ASTM 

E 750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Acoustic 

Emission Instrumentation 

1998
fundamentals

ASTM 

E 751

Standar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During Resistance Welding

2001 welding,

monitoring

ASTM

E 976

Standard Guide for Determining the 

Reproducibility of Acoustic Emission Sensor 
Response

2000 calibration

ASTM 
E 1065

Standard Guide for Evaluating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Search Units 

1999 fundamentals

ASTM 
E 1067

Standar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of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Resin (FRP) Tanks/Vessels

2001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ASTM 
E 1106

Standard Method for Primary Calibration of 
Acoustic Emission sensors

1986
(1997)

calibration

ASTM 
E 1118

Standar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of Reinforced Thermosetting 

Resin Pipe(RTRP)

2000 pipe,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ASTM 

E 1139 

Standard Practice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Acoustic Emission from Metal Pressure 
Boundaries 

1997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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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Title  Edition Comment

ASTM 
E 1211 

Standard Practice for Leak Detection and 
Location using Surface Mounted Acoustic 
Emission Sensors

1997 leakage 

ASTM 
E 1316

Standard Terminology for Nondestructive 
Examination 

2002 terminology

ASTM  
E 1419

Standard Test Method for Examination of 
Seamless, Gas-Filled, Pressure Vessels Using 

Acoustic Emission

2002 pressure 
vessels

ASTM 

E 1495

Standard Guide for Acousto-Ultrasonic 

Assessment of Composites, Laminates, and 
Bonded Joints 

1997 fiber reinforced

plastic

ASTM 
E 1544

Standard Practice for Construction of a 
Stepped Block and Its Use to Estimate Errors 
Produced by speed-of-Sound Measurement 

Systems for Use on Solids

1999

 

fundamentals

ASTM 

E 1736

Standard Practice for Acousto-Ultrasonic 

Assessment of Filament-Wound Pressure 
vessels

2000 pressure vessel,

fiber reinforced
plastic

ASTM 
E 1781

Standard Practice for secondary calibration of 
Acoustic  Emission Sensors 

1998 calibration

ASTM 
E 1888

Standard Test Method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Pressurized Containers Made of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with Balsa Wood 

Cores 

1997 pressure vessel,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ASTM 
E 1930

Standard Test Method for Examination of 

Liquid Filled Atmospheric and Low Pressure 
Metal Storage Tanks Using Acoustic 
Emission 

1997

  

pressure vessel,

metal

ASTM 
E 1932

Standard Guide for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of Small Part 

1997 small parts

ASTM 
E 2075

Standard Practice for Verifying the 
Consistency of AE-Sensor Response Using an 

Acrylic Rod

2000 sensor check

ASTM 

E 2076

Standard Test Method for Examination of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Fan Blades 
Using Acoustic Emission

2000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ASTM 
E 2174

Standard Plastic for Verifying the Consistency 
of AE-Sensor Response Using an Acrylic Rod

2002 calibration

2ASTM 
E 2191

Standard Test Method for Examination of 
Gas-Filled Filament-Wood Composite Pressure 
Vessels Using Acoustic Emission  

2002 pressure vessel,
fiber reinforced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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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Title Edition Comment

ASTM 
F 914

Standard Test Method for Acoustic Emission 
for Insulated Aerial Personnel Devices 

1998 structures

ASTM 
F 1430

Standard Test Method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Insulated Aerial Personnel Devices 

with Supplemental Load Handling Attachments

1998
structures

ASTM 

F 1797

Standard Test Method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Insulated Digger Derricks

1998 structures

ASTM 

F 2174

Standard Practice for Verifying Acoustic 

Emission Sensor Response

2002 sensor check

(6) Committee od Acoustic Emission from Reinforced Plastics, Society of Plastics 

Industry(CARP/SPI),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CARP/SPI
Recommende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Evaluation of Fiber Reinforced Plastic(FRP) 

Tanks and Pressure Vessels

Draft
Oct 1999

compare to
ASTM E 1067

CARP/SPI

Recommende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Piping Systems

1998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CARP/SPI
Recommende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Reinforced Thermosetting Resin 
Pipe(RTRP)

? compare to
ASTM E 1118

CARP/SPI

Recommended Practice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Pressurized Highway Tankers 

made of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with 
Balsa Cores 

? compare to
ASTM E 1888

CARP/SPI
Guidance for Development of AE Applications 
on Composites

1993 fiber reinforced
plastic

(7) Compressed Gas Association(CGA),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CGA C18
Methods for Acoustic Emission Requalification 

of Seamless Steel Compressed Gas Tubes

1995 pressure vessel

(8) Department of Transportation/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DOT/FAA),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DOT/FAA
AR-97/9

An Acoustic Emission Test for Aircraft Halon 
1301 Fire Extinguisher Bottles

April
1998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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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uropean Working Group on Acoustic Emission(EWGAE) 

 (published in journal:  NDT International 1981/1984/1985)

Term Title Edition Comment

EWGAE
Code I

Location of Sources of Discrete Acoustic 
Events

August
1981

location

EWGAE
Code II

Leak Detection
August
1984

leak detection

EWGAE
Code III

Examination of Small Parts 
August
1984

small parts

EWGAE
Code IV

Definition of terms in Acoustic Emission
August
1984

terminology

EWGAE
Code V

Recommended Practice for Inspection, 
Coupling and Verification of the Piezoelectric 

Transducers used in Acoustic Emission

August
1985

fundamentals

(10) Institu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ngineers(IEEE),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IEEE C57.
127

Trial-Use Guide for the Detection of Acoustic 
Emissions from Partial Discharges in 

Oil-Immersed Power Transformers

2000 partial
discharge

(1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Switzerland

Term Title Edition Comment

ISO 12713
Non-destructive testing - AE-Testing - 
Primary Calibration of Acoustic Emission 

Sensors

July
1998

calibration

ISO 12714

Non-destructive testing - AE-Testing - 

Secondary Calibration of Acoustic Emission 
Sensors

July

1999

calibration

ISO 12716
Non-destructive testing - AE-Testing - 
Terminology

2001 terminology

ISO/CD
16148

Gas cylinders - refillable seamless gas 
cylinders - Acoustic Emission Testing for 
Periodic Inspection

May pressure vessels

(12)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Japan

Term Title Edition Comment

JIS Z 2342
Method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pressure vessels during pressure test

March
1991

pressure 
vessels,
compare with

NDIS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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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ilitary Standard (MIL),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MIL-HDBK

-732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s of Composite 

Materials-Acoustic Emission

April
1991

fiber reinforced
plastic, might be

reinforced per
732A?

MIL-HDBK
-786

Field Assurance of Acoustic Emission System 
Operation Using Simulated Acoustic Emission 
Events

1987 fundamentals

MIL-HDBK
-788

Selection of Acoustic Emission Sensors
1989 fundamentals

MIL-STD
-1945

Glossary of Terms and Definitions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Procedures

1984 terminology

(14)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NACE),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NACE
RP 02 96

Guidelines for detection, repair, and mitigation 
of cracking of existing petroleum refinery 
pressure vessels in wet H2S environments

2000 pressure vessels

(15) Nondestructive Inspection Standard (NDIS), Japan

Term Title Edition Comment

NDIS 2106
Evaluation of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coustic Emission Equipment

1979 fundamentals

NDIS 2109
Method for Absolute Calibration of Acoustic 
Emission Transducers by Reciprocity 
Technique 

August
1991

calibration

NDIS 2110
Method for Measurement of Sensitivity 
Degradation of Acoustic Emission Transducer

December
1997

calibration

NDIS 2342
Method for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Pressure Vessels during Pressure Test

1991 pressure vessels

NDIS 2409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Pressure 
Vessels and Related Facilities during Pressure 

Test

1979 pressure vessels

NDIS 2412

Acoustic Emission Testing of Spherical 

Pressure Vessels made of High Tensile 
Strength Steel and Classification of Test 
Results  

1980 pressure 

vessels,
metal

(16)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NRC RG
1.133,
Rev. 1

Loose Part Detection Program for the Primary 
System

May
1981

nuclear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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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SAE J 358 Nondestructive Tests
February

1991
fundamentals

SAE J 1242 Acoustic Emission Test Methods
March
1991

various
applications

(18) 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 (SME), USA

Term Title Edition Comment

SME
MR900525

Grinding Process Feedback Using Acoustic 
Emission

June
1990

processing,
monitoring

SME
MR94-138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Chip from 
Using a Sensing Plate with AE Sensor

June
1994

processing

SME
MR95-140

Analysis fo Acoustic Emission Signals during 
Pendular Scratching of Fine Ceramics

June
1995

processing,
ceramics

SME
MR95-184

Acoustic Emission Measurements on Brittle 
Materials during Abrasive Waterjet Cutting

June
1995

processing

SME
MR97-180

Detection of Tool Breakage in 
Micro-End-Milling Operations by Monitoring 
Acoustic Emission

June
1997

processing,
monitoring

SME
MR97-188

Acoustic Emission Investigation of Ceramic 
Lapping Process

June
1997

processing,
ceramics

SME
MR97-222

Acoustic Emission - A Method for 
Investigation of Loose Abrasive Processes

November
1997

processing

SME
MR99-229

An Innovation System for Testing the 
Uniformity of Grinding Wheel Action through 

High-Speed AE Analysis

November
1999

processing,
grinding

SME

MR00-210

A New Approach for the Detection of Worn 

Tool Status

November

2000

monitoring

SME

MS00-221

Progressive Tool Wear Monitoring in Milling 

Operations Based on Frequency Analysis of 
Acoustic Emission Root Mean Square

November

2000

processing,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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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E 기초이론과 해석평가   

3.1 음향방출 정의 및 발생기구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 AE)이란 고체내부에서 국부적으로 형성된 변형에

너지(Strain Energy)가 급격히 방출될 때 발생되는 탄성파(Elastic Wave)로 정의된

다.  어떤 힘이 재료에 가해질 때 물질에 대한 상태 변화는 기계적, 열적 및 기타 

효과에 의해 음파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음향방출은 물질의 동적 상태 변화를 감지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음향방출 에너지원은 물질에서의 탄성 에너지이므로, 만약 이 

탄성 에너지가 없으면 음향방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AE는 균열진전 및 재료파괴 

손상을 탐지 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비파괴 감시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다. AE 발생원은 변형과 균열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내포하

고 있다. 지진이나 탄광에서의 암석 붕괴 등은 가장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방출원이

라 할 수 있다.  금속의 경우에는 균열성장, 변위이동, 슬립, 결합, 결정경계변화와 

더불어 구성물질의 분열 등이 그 발생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복합재의 경우 AE 

방출원으로는 모재의 크래킹과 섬유의 탈착과 분열 등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

은 하중이 가해진 물질들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메커니즘들은 AE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으며, AE 장비를 사용해 검출이 가

능하다. 누수와 기포공동현상(cavitation), 마찰, 바크하우젠 효과(Barkhausen 

effect), 액화와 응결, 고체-고체 상변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AE 발생원은 그림 

3-1 및 표 3-1과 같이 크게 1차 발생원과 2차 발생원으로 구분된다. 1차 발생원은 

전위이동, 소성변형, 상변화, 균열의 발생과 성장 파괴 등이고 누설, 마찰, 화학 반

응 등은 응력을 받은 물질의 기계적인 변형에 의한 전형적인 음향방출원과 구별하

기 위해 2차 발생원 또는 가상 발생원(pseudo source)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AE 

신호 측정에 있어서 주파수범위는 초음파검사법보다는 낮은 30kHz에서 1MHz범위

의 신호를 수신하고 해석한다. AE 신호는 일반적으로 그림 3-1과 같이 돌발형

(burst type)과 연속형(continuous type)으로 구분된다. 재료내의 전위, 균열 생성과 

성장 파괴에 의해 발생되는 AE는 대부분 돌발형이고 유체의 누설, 재료의 소성변

형 등에 의해 발생하는 AE는 연속형이다. AE는 일종의 파동현상으로 AE 신호측정

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형인자는 신호진폭이다. 표 3-2에는 AE 신호 진폭

의 크기에 향을 미치는 재료의 특성과 현상의 종류를 열거하 다. AE 신호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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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균열의 진전속도와 가장 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

성재료의 균열 진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호진폭이 매우 크며 연성재료는 

파괴인성이 매우커서 균열 생성과 진전은 매우 느리게 일어나므로 AE 신호진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주위 잡음이 높은 경우에 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표 3-1  AE 발생원

발생원 구분  재료  AE 발생원

1차 발생원

금속 재료

전위 이동 (Dislocation)

소성 변형 (Plastic Deformation)

상변태 (Phase Transformation) 

균열성장 (Crack Growth)

복합 재료

화이버 파괴 (Fiber Fracture)

기지재 파괴 (Matrix Cracking)

판상 분리 (Delamination)

화이버-기지재 분리 (Fiber-Matrix Debonding)

2차 발생원 

(Pseudo 

Sources)

-

유체 누설 (Leakage)

금속파편 충격 (Loose Parts Impact)

마찰 (Friction)

기포 파괴 (Cavitation)

화학 반응 (Chemical Reaction)



- 16 -

그림 3-1  1차 및 2차 AE 발생원의 구분   

그림 3-2  돌발형 AE 및 연속형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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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파괴 특성에 따른 AE 신호 크기

표 3-2 음향방출 신호의 상대적인 크기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음향방출 신호의 진폭을 

증가시키는 인자 

음향방출 신호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인자 

높은 강도

높은 변형률

낮은 강도

이방성

비균질성

두꺼운 단면

취성파괴

재료내의 불연속들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균열(crack)의 성장

주조 제품

큰 결정 입도

기계적으로 인가된 비틀림

낮은 강도

낮은 변형률

높은 강도

등방성

균질성

얇은 단면

연성파괴

불연속이 없는 것

확산에 의한 상변태

소성 변형

단조 제품

작은 결정 입도

열적으로 인가된 비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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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E 시험 기술의 특징

  AE 시험법은 구조물의 안전성 감시를 비롯해 기계장비 및 부품 등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하거나 재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비파괴탐상방법이다. 1964년에 

최초로 공학분야에 AE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보고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산업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AE 시험법은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다른 비파괴탐상법과 구

별된다. 첫째, 초음파나 방사선 시험법 등은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반면 AE 시

험법은 검사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둘째, AE 시험법은 구조재의 

변형과 파괴에서 수반되는 소성변형과 균열성장 등의 동적과정을 검출하는데 유용

하다. 구조물에 존재하는 잠재적 결함들은 하중을 받음으로써 결함이 성장하고 파

단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안정성의 차원에서 결함성장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

방법의 개발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불안정성은 소성

변형, 슬립, 균열의 생성과 전파와 같은 동적 거동을 발생시킨다. 금속이 받는 응력

을 탄성한계설계 내에서 잘 고려했다 할지라도 균열근처에서는 응력집중 현상으로 

인해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결함의 진전은 AE 발생원이 되는 것이다. AE 시험법은 

간접적인 측정방식을 취한다. 대부분의 AE 발생원들은 구형파면의 형태로 에너지

를 방사하는 점원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물의 벽을 따라 유도되어 전파하게 되고 

AE 발생원 부근에 있는 센서에 의하여 AE 신호를 검출할 수 있게 한다. AE의 이

러한 특징은 구조물의 특정 검사 역에 에너지빔을 조사하는 다른 여타 비파괴검사

법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AE 시험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결함에 응력이 가해질 때만 신호가 발생하는 동적 검사방법으로서 시험을 수

행하는 동안 구조물 전체에 대해 결함을 찾아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스캐닝없이 구조물 전체를 감시할 수 있으며 기존의 비파괴검사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역까지 시험이 가능하다.

③ 가동중에 압력용기 등과 같은 압력시스템들을 주기적으로 재검사할 수 있다.

④ 알려지지 않은 결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압력계통 검사시 최대압력을 제어할 수 있다.

  AE 시험은 결함이나 변형이 일어난 지점, 또는 그 주위의 응력 레벨의 동적 분

포를 감시하는 수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E 감시는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응력들의 예로는, 용기나 배관 등에서

의 내압 하중을 비롯해 구조요소에서의 장력하중과 굽힘 하중 등이 있다. AE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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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주요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금속에서 발생하는 비가역적 AE 신호 방출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일단 하중이 가해질 때 그 하중에 의해  AE가 발생하게 되며 하

중이 제하되면 AE 신호발생은 정지하게 되며, 하중을 다시 증가시켜 이전에 가해

진 하중 레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AE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일컬어 비가역적 

AE 신호 발생효과 즉, 카이저 효과(Kaiser Effect)라고 한다. 

  AE 시험법은 초음파검사법이나 방사선검사법에 비해 매우 우수한 감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방법이지만, AE 발생원과 센서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감도는 떨어

지게 된다. 시편의 표면이나 음향학적 경계면에서 파의 모드변환으로 인해 많은 모

드의 파동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전파되어 도달한다. 모드변환은 AE 신호분석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삼각법이나 여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AE 신호

의 위치표정을 어렵게 만든다. AE 시스템의 감도는 특정장비의 구성 특성뿐만 아

니라 센서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주위잡음으로 인해 AE 검사법의 감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음향감쇠가 큰 재질의 구조물을 감시함에 있어, 재질의 음향학적 

특성은 검사 감도와 최대 센서 간격의 한계 결정에 향을 미치게 한다. 센서의 커

플링과 재현은 다중 AE센서를 적용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인자들이다.  AE 감시

를 수행하는데 있어 물질의 음향학적 속성과 기하학적 조건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토대로 센서를 선택하고 배치해야 한다. 부착물이나 노즐 부위 또는 두께가 변하는 

부위에는 높은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되어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러한 부위에 센서를 장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압력계통을 비롯한 여러 구조물의 

AE 감시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AE 시험법에 대한 깊은 기술지식과 폭넓은 경

험이 필요하다. 다채널 AE 시스템들은 가상일괄처리과정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AE 신호의 양이 AE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많을 때는 

분석에러를 초래할 수 있다. 압력용기를 비롯한 여타 압력 시스템의 정압검사에 

AE 감시가 사용될 때 펌프 잡음과 다른 진동 또는 압력시스템 내의 누설 등은 전

체 시스템의 감도를 떨어뜨리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배경잡음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허용 가능한 레벨까지 배경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조단계의 AE감시는 전기적인 잡음이나 음향학적인 잡

음과 연관된 특별한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AE 감시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전기적, 음향학적 차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배경잡음원

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계적 차폐, AE시스템 내의 전기적 필터링, 기계적 하

중 과정이나 유압하중과정의 조절, 전기적 게이트의 제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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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E 신호 해석 평가

3.3.1 음향방출 변수 

  음향방출 시험시 발생하는 AE신호 분석에 있어서 전체 파형을 기록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고성능 디지타이저가 필요하며 측정 데이터 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AE 신호의 파형정보를 변수화하여 기록할 정보량을 줄이는 

신호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음향방출 신호는 일반적으로 큰 진폭을 가진 돌발형

(burst type) AE가 대부분이므로 AE 측정 파라미터는 돌발형 AE를 중심으로 정의

되고 있다. 연속형 AE의 분석에서는 신호의 에너지 값이나 실효전압 및 주파수 스

펙트럼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3-4는 돌발형 음향방출 신호의 형태를 나타낸 것으

로, 이를 중심으로 음향방출 변수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돌발형 AE 신호의 변수  

(1) 이벤트 수(event count, Ne)

  음향방출 발생원이 한번의 음향방출 신호를 발생시키면 음향방출 측정장치에서 

한 사건만이 관찰된다고 가정하고 AE 신호를 해석한다. 음파의 감쇠가 적은 매질

인 시험편에 대하여 많은 횟수의 내부 반사가 일어나면, 한 음향방출 발생원이 많

은 사건 발생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음향방출 사

건을 탐지한 후에 데이터를 획득하는 동안에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

체시간(dead time)을 설정하여 많은 횟수의 내부 반사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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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수는 돌발형 파형의 개수를 나타내고 음향방출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음향방출 측정장치에서 전압 문턱값(threshold level)을 높게 조정하면 이

벤트 수가 적어지고 낮게 조정하면 많은 이벤트 수가 관찰될 것이다. 전압 문턱값

은 외부 잡음보다는 높게 설정하는데 대략 잡음 레벨의 1.5배 정도로 설정한다. 전

압 문턱값 설정 후에는 음향방출 변수 측정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

하여야 한다. 단위시간당 발생한 이벤트 수를 이벤트 발생률(event rate)라고 하고 

AE 시험과정에서 누적된 이벤트수를 누적 이벤트수(cumulative event) 또는 이벤트 

총수(total event)라고 한다.    

 

(2) 링다운 카운트 수(Ring-Down Counts, N) 

  전압 문턱값 이상의 진폭을 갖는 AE 파형의 파고 수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돌발

형 음향방출신호는 지수 함수적으로 감쇠하는 파형 패턴을 가지며 최대값은 신호의 

초반부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음향방출 이벤트의 파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고,

V( t)= V p e
-αt
sinωt                         (3-1)

링다운 카운트 수 N은 다음과 같다.

N=
ω
2πα

ln
V p

V t
                           (3-2)    

여기서, V( t)  : AE 신호출력, V p  : 최대 진폭,  α  : 감쇠상수,  ω : 신호 주파수 

V t  : 전압 문턱값.

AE 이벤트 수는 방출된 음향방출 신호의 특성을 무시한 채 AE 발생 빈도만을 나

타내는 인자이나, 링다운 카운트 수는 AE 발생원의 발생 빈도수와 신호크기에 정

성적으로 비례하므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음향방출 진동횟수는 

동일한 재질과 조건에 대한 시험이라도 음향방출 센서의 공진주파수에 관계되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최대진폭 (Peak Amplitude, Vp) 

  AE신호의 최대진폭(Vp)은 한 음향방출 신호 진폭의 최대값을 말한다. 최대진폭

은 AE 신호의 감지능력을 결정하고 발생원의 세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장비에서 탐지하는 진폭의 크기는 수 μV에서 수 V까지의 대역이므로 보

통 로그 눈금(dB)으로 표시된다.  최대진폭은 음향방출 발생원의 크기와 종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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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진다. 음향방출 변수들 중에서 최대진폭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대진폭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특히 실제적인 응용에서 잘 사용되는 

최대진폭 분포도는 X축은 최대진폭으로 표시되고 Y축은 AE 이벤트수로 나타내어 

사용한다.

(4) 에너지(event energy, E)

  한 이벤트의 음향방출 에너지는 AE 파형의 면적으로서 재질내의 탄성변형에너지

를 나타내며 정의는 다음 수식과 같다.  

E=⌠⌡

t f

t i
V i (t)

2dt                              (3-3)

여기서 t i는 음향방출 발생 시작시각 즉, 전압 문턱값을 초과하는 시각이고, t f는 

음향방출 종료시각 즉, 전압 문턱값 이하로 내려가는 시각이며, V i (t)는 진폭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의도 실제로 사용하기에 너무도 복잡하고 측정장치에 부수적인 

장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진폭(Vp)의 자승으로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E= V p
2                                   (3-4)

  평균실효전압(rms Voltage)은 연속형 음향방출신호의 기간-평균값으로 수식적으

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rms=
1
T
⌠
⌡

T

0
V 2dt                            (3-5)

이것은 연속형 신호를 만드는 누설이나 프로세스 잡음 등의 변화, 경향 등을 측정

하는 도구로서 돌발형 신호를 측정하는 에너지와는 그 용도가 구분된다. 실제 원자

력 분야에서는 평균실효값은 누설 측정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5) 상승시간(rise time, t R) 및 상승률(slope, s) 

  음향방출 상승시간은 그림 에서 t R로 표현된 시간으로 한 음향방출 사건에서 전

압 문턱값을 넘는 시작시각부터 최대진폭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다. 상승시간은 수 μs 정도이고 AE 발생원의 발생속도와 관계가 있으며 발생원의 

크기에 의존하고 링다운 카운터와 거의 비례관계에 있다.  균열의 시작 또는 성장

시 발생하는 AE는 주위잡음보다 더 빠른 상승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파의 진행거리

가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상승시간은 길어진다. 상승시간은 잡음을 포함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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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신호로부터 음향신호를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기적인 스파이크 잡음신

호는 매우 짧은 지속시간 및 상승시간을 가지므로 적당한 필터 사용으로 전기적 잡

음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 

  상승률(slope)은 AE 신호의 최대진폭을 상승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AE 신호가 최

대치로 도달하는 기울기를 의미하며 V p/ t R로 표현된다. 

(6) 이벤트 지속시간(event duration, t D),  

  음향방출 이벤트 지속시간은 그림 2-16에서 t D로 표현된 시간으로, 음향방출 시

작시각 ( t i)로부터 음향방출 종료시각 ( t f)까지의 시간으로, 즉 t D= t f- t i이다. 

이 것은 AE 신호 파형의 길이를 나타낸다. 

(7) 도달시간 간격(Arrival time interval, Δ T ij) 

  ΔT는 음향방출 위치표정에 사용되는 변수로서, 음향방출 센서의 i번째와 j번째에 

음향방출 신호의 도달되는 시간간격을 나타내고 있다.

 

(8) 주파수 스펙트럼 

  음향방출 신호에 대하여 Fourier 변환하여 주파수 성분을 구한 것으로 아래와 같

이 기술된다.

F(ω)=⌠⌡

∞

0
f(t) exp

- iωt
dt                        (3-6)

이 주파수 스펙트럼은 발생원의 상승시간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손상기구의 해석

시 손상 모드에 따라 주파수 성분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어 파형해석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스펙트럼은 파의 전파특성이나 센서의 공진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파형 해석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센서에 의해 검출된 AE신호 자체의 특성에 관한 해석에 이용되는 

변수에 관해 검토하 으며, 이들 변수들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파의 전파특성이나 

센서의 특성에 의해 크게 향을 받으며, 상대적인 크기로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험 장치나 실험대상 또는 센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대적

인 비교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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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AE 신호 해석방법 

  그림 3-5는 협대역 AE 센서와 광대역 AE센서에서 얻어진 AE 신호에 대한 전반

적인 AE 신호해석 방법의 예를 보여준다. 음향방출 신호의 해석법은 크게 음향방

출 활성도(activity) 분석법, 파형분석법, 주파수 해석법, 최대진폭분포법 및 형상인

식법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5  AE 신호 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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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성도(activity) 분석법

  음향방출 활성도에 의한 방법은 시간에 따른 AE 이벤트 발생수, 링다운카운트 

수, 최대진폭 및 에너지 등의 변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음향방출원의 크기 및 개수

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 

  카운트 수와 파괴 파라미터와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 t = A K 1
m
(Fracture Crack Propagation)           (3-7)

N = B(K) n (Fatigue)                           (3-8)

여기서 N t: 총 카운트 수, K 1: 응력확대계수, A, B, m, n : 상수,  N: 카운터 수.

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어떤 재질에 대한 균열 특성이 음향방출 발생수로

서 표현될 수 있다.

  AE 이벤트 수 및 링다운카운트 수를 이용한 다른 평가 예는 카이저 효과(Kaiser 

effect) 및 필리서티 비(Felicity ratio)를 관찰하는 것으로, 카이저 효과란 응력이 기

존에 받았던 응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음향방출 신호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시험편이 건전한 경우에 카이저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카이저 효과

와는 대조적으로 기존에 받았던 응력에 도달하기 전 음향방출이 일어나는 경우 기

존에 받았던 응력의 몇 퍼센트에서 음향방출이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필리서

티 비라고 한다. 그러므로 필리서티 비는 카이저 효과와는 달리 기존에 받은 응력

에 의해 얼마만큼의 손상을 입었는지의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 어떤 일정한 응력

을 받고 있는 시험편에서 AE 사건, 또는 링-다운 횟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현상

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험편에는 손상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파형분석법 

  파형분석에 의한 방법은 음향방출 신호의 파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비교하는 것

으로 이때 이용되는 변수로는 상승시간(rising time), 지속시간(event duration), 신

호의 상승 기울기(rising slope) 및 주파수 스펙트럼 등이 있다. 어떤 특별한 변형기

구에 의해 발생하는 음향방출 신호의 경우, 상승시간, 지속시간, 신호의 상승 기울

기 및 신호크기 등을 이용해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특별한 

파괴기구에 대한 규명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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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 분석법

  음향방출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법은 음향 방출원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음향방출신호 파형은 진행매질의 구조, 재질, 

감지기의 특성, 계측장비의 성능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이것은 주파수 스펙트럼

에 직접 향을 미치므로 주파수 해석에 의해 음향 방출원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단순구조를 가진 구조물(Plate, Disk)에 입력 특성이 알려

진 인공 신호원인 연필 또는 모세관 파열(Capillary Break)이나 볼 낙하를 사용하여 

음향방출신호의 주파수를 분석함으로써 신호원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응용 면에 있어서는 소성변형, 균열 진행 및 누설 시의 물

리적 진행과정과 그때 발생하는 음향방출신호의 스펙트럼 양상과의 상대적 관계를 

활용하여 정성적으로 신호를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4) 최대진폭 분포 분석법

  그림 3-6은 측정된 AE 신호의 최대진폭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최대진폭의 이용

할 경우 사건 각각에 대한 최대진폭들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최대진폭 분포는 재질 

및 변형 메커니즘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인자로서 일반적으로는 일련의 AE 시험에

서 아래 식으로 표현되는 지수법칙(power law)모델을 이용한 최대진폭의 분포를 통

계적으로 처리하여 이용한다. 

N( V p )=A ( V p )
- b                           (3-9)

여기서 N(Vp)은 최대진폭 Vp를 가지는 AE 사건의 수이고, A는 비례상수이며, 지

수함수의 멱수를 b값이라고 하고 분포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b값이 크다는 것

은 발생된 AE 사건 중에서 낮은 진폭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 값은 시험편의 재질이나 손상기구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b는 변형 또는 균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값으로 변형(deformation)의 경우 b

가 크고 가공경화(work hardening)가 될수록 점점 커진다. 반대로 균열이 진행되면 

b가 점점 작아져 1에 가까워진다. 기계적/전기적 잡음과 같이 불필요한 신호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분포를 가지게 된다. 표 3-3은 시험편의 재질이나 손상기구에 

따른 전형적인 b값을 나타낸 것이며, 이 값으로 현재 시험편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측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측정장비의 감도에 따라 

동일한 거동이라 할지라도 b값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측정장비의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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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E 신호의 최대진폭 분포

표 3-3 전형적인 변형기구에 대한 b값

재질(Material) 변형기구(Deformation Mechanism) b값

 mild steel   

 austenite steels 

 low alloy steel 

 Aluminium 7075-T6 

 Fiber glass

 Graphite epoxy composite

 Rubber 

  Plastic zone growth  

  Plastic zone growth  

  Stress corrosion cracking

  Growth of crack and plastic zone   

  Inter-layer crack propagation

  Subface damage by thermal stress    

  Tensile test  

0.8

1.0

0.8

1.0

1.7

2.0

0.7-1.3

(5) 형상인식법 (pattern recognition)

  음향방출 신호분석에 있어 최근에는 형상인식이라 불리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AE 신호는 재료의 물성, 구조물의 기하학적 상태, 계측장비 및 측정조건에 민감한 

향을 받는다. 측정될 수 있는 AE 변수는 매우 많아 특별한 변형기구에 의한 AE

신호 발생원의 특성규명은 매우 어렵다. AE 신호에서 얻어질 수 있는 많은 AE 변

수 중에서 보다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상인식법이 새로

운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신호구별이 AE 법에서 가장 큰 근본 문제인데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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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 잡음과의 구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필터에 의한 주파수 필터링과 잡음 문

턱값 설정에 의한 잡음제거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신호 구별이 어려

운 실정이다. 형상인식법은 정량적인 통계적 처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변형

기구들에서 발생한 음향방출 신호들에 대하여 신호의 특징(feature)들을 선택하여 

신호를 분류한 후 알지 못하는 변형기구에 의해 발생한 음향방출 신호의 변형기구 

및 발생원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형상인식법은 측정된 AE 신호의 분류와 그 발생

원의 규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3-7은 형상인식법에 의한 AE 신호 분류 

절차를 보여 주고 있다. 형상인식법을 이용한 특성 규명 작업은 기본적으로 다음 3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 AE 신호의 측정 및 수집처리, 2) AE 신호에서 주요 

특징변수(feature) 추출, 3) 선정된 특징 변수에서 AE 발생원 분류 및 재료거동 상

태 추정. 형상인식법에서는 AE 신호 특징 변수에서 가장 좋은 특징변수를 선정하

는 분류절차가 중요하며 AE 신호 분류작업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분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분류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형상인식법에 적용되

어야 한다. 

 

그림 3-7  형상인식법에 의한 AE 신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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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AE 발생원 위치표정(source location) 

  AE 발생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위치표정이라고 한다. AE 시험은 수신 AE 

신호의 도달 순서 및 시간차를  측정함으로써 결함위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시험편 내에서 발생한 음향방출 신호가 전파될 수 있는 곳이면 시험편 어

느 곳이든지 관계없이 음향방출 센서를 설치하여 감시할 수 있다. 대부분 음향방출 

시험에서는 감시도중 음향방출 신호를 검출하여 음향방출 발생원의 위치를 결정하

고, 방사선 투과시험과 초음파 탐상법을 이용하여 음향방출 발생원의 주위를 정

히 평가하여 결합의 크기 및 종류를 파악하고 있다. 돌발형 및 연속형의 음향방출 

신호는 각기 다른 위치표정 방법이 적용된다. 크게 AE 신호도달 시간차를 측정하

여 수식적으로 계산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과 대략적인 음향방출 발생원의 위치

를 어떤 역(zone)내에 있다고 결정하는 역표정(zone location) 방법이 있다. 

 

(1) 돌발형의 음향방출 신호에 대한 위치표정

  돌발형의 음향방출 신호에 대한 위치표정의 방법은 여러 개의 음향방출 센서에 

음향방출 신호가 검출되는 순서(hit sequence)와 도달 시간차(arrival time 

difference)를 이용하여 음향방출 발생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음향방출 발생

원에서 방사되는 탄성파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일정한 속도를 갖는다고 가정하여, 

일반적으로 등방성 매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돌발형의 음향방출 신호를 이용

한 위치표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오류는 신호처리과정과 탄성파의 감쇠, 모

드전환, 반사, 굴절, 분산 등과 같은 탄성파의 전달 특성에 의하여 발생한다. 신호처

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음향방출 센서의 수와 간격 등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장비의 기본 설정값을 조절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달 특성에서 발생

하는 오류는 거의 조절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발생원에서 발생된 신호

들을 발생원 주위에 군집형태 센서를 두어 위치 표정을 한다.

  돌발형의 음향방출 신호에 대한 위치표정에 있어서 1, 2차원 위치표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차원에서 위치표정 

 시험편이 1차원 구조이고 여러 개의 음향방출 센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음향방출신호가 음향방출 센서에 검출되는 순서를 비교함으로서, 가장 먼저 음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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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신호를 검출한 음향방출 센서의 주위 역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를 이용하여 음향방출 발생원의 위치에 대한 역의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첫 번

째와 두 번째로 음향방출 신호를 검출한 음향방출 센서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서 발

생원의 위치를 좀더 좁은 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즉, 첫 번째로 검출한 음향방출 

센서가 두 번째로 검출한 음향방출 센서의 왼쪽에 있다면 발생원의 위치는 두 음향

방출 센서의 중간점에서 왼쪽 역으로 한정된 좀더 정 한 역으로 위치표정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각 음향방출 센서에 도달한 시각을 구할 수 있다면, 다

음의 관계식에 의하여 발생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d=
1
2
(D- ΔT 12⋅V )                          (3-10)  

여기서 D는 음향방출 센서 사이의 거리이며, ΔT 12는 음향방출 신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검출한 음향방출 센서에 도달 시간차, V는 탄성파의 속도, 그리고 첫 번

째 검출한 음향방출 센서로부터 d만큼의 거리를 두 번째로 검출한 음향방출 센서쪽

으로 이동한 위치가 발생원의 위치이다.

 그림 3-8   1차원 AE 발생원 위치표정

나. 2차원에서 위치표정 

  2차원에서는 최소한 3개의 음향방출 센서가 필요로 한다. 2차원 무한평면에서 우

선 두 음향방출 센서(음향방출 센서 1과 2)사이에 도달 시간차가 일정한 발생원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두 음향방출 센서(음향방출 센서 1과 2)에 대하여 거리의 차

이 가 ΔT 12⋅V를 만족하는 포물선 상에 음향방출 발생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제3의 음향방출 센서와 음향방출 센서1에 대하여 적용하면 ΔT 13⋅V의 포

물선 상에 음향방출 발생원이 있을 것이므로, 이렇게 구한 두 포물선이 만나는 점

Sensor 1 Sensor 2

(D-x , t )2(x , t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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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음향방출 발생원의 위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압력용기와 같은 원통형 구

조물에서는 탐촉자의 위치를 적절히 배치하여 원통형의 위치표정(cylindrical source 

location)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3-9  2차원 AE 발생원 위치 표정 

그림 3-10  3차원 AE 발생원 위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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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AE 센서에의 AE파의 도달 시간차는 탐촉자와 신호 발생원의 거리차에 대

한 정보가 알려지는데 이 발생원은 도달 시간차에 의해 구해지는 hyperbola에 놓여 

있다. 3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hyperbola의 교차점에 신호 발생원

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analytic해는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24에

서와 같이 4개의 센서에 의한 AE 발생원 위치표정은 다음과 같은 신호전파의 관계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v
2
t 1
2
= (x- x 1 )

2
+ (y- y 1 )

2

v 2 t 2
2= (x- x 2 )

2+ (y- y 2 )
2                  (3-11)

v
2
t 3
2
= (x- x 3 )

2
+ (y- y 3 )

2

v
2
t 4
2
= (x- x 4 )

2
+ (y- y 4 )

2

측정된 시간차는 δ t 1= t 2- t 1, δ t 2= t 3- t 1, δ t 3= t 4- t 1  이고 윗 식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 x 1- x 2 )x+2( y 1- y 2 )y-2 v
2δ t 1 t 2- v

2δ t 1
2+ x 2

2- x 1
2

                 + y 2
2
- y 1

2
=0

      2( x 1- x 3 )x+2( y 1- y 3 )y-2 v
2
δ t 2 t 1- v

2
δ t 2

2
+ x 3

2
- x 1

2     (3-12)

                 + y 3
2- y 1

2=0

      2( x 1- x 4 )x+2( y 1- y 4 )y-2 v
2
δ t 3 t 1- v

2
δ t 3

2
+ x 4

2
- x 1

2

                 + y 4
2
- y 1

2
=0

윗 식을 간단하게 쓰면 

                    A 1x+ B 1y+ C 1 t 1+ D 1=0

                    A 2x+ B 2y+ C 2 t 1+ D 2= 0                       (3-13)

                    A 3x+ B 3y+ C 3 t 1+ D 3=0

이 되고,  x, y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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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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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 B 2 C 2

D 3 B 3 C 3

︳

︳

︳︳︳︳

︳

︳

︳︳︳︳

A 1 B 1 C 1

A 2 B 2 C 2

A 3 B 3 C 3

     

y=-

︳

︳

︳︳︳︳

︳

︳

︳︳︳︳

A 1 D 1 C 1

A 2 D 2 C 2

A 3 D 3 C 3

︳

︳

︳︳︳︳

︳

︳

︳︳︳︳

A 1 B 1 C 1

A 2 B 2 C 2

A 3 B 3 C 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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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형 AE 신호에 대한 위치표정 

  시험체의 배부에서 발생된 초음파는 시험체의 내부를 전파하면서 초음파의 진폭

이 감쇠한다. 연속파는 음향방출 신호가 시험체 내를 전파하면서 감쇠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발생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역 표정(zone location)

 발생원에서 방출된 음향방출 신호는 전파에 의하여 진폭이 감소하므로 사용된 탑

촉자들의 감도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발생원의 위치는 가장 큰 진폭의 신호를 검출

한 탐촉자 주위 역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대략적인 발생원의 위치를 어떤 역 

내에 있다고 결정하는 위치표정 기술을 역의 표정이라 한다. 한편 발생원의 위치

를 좀 더 좁은 역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만약 두 번째 큰 진폭을 검출한 탐촉자

가 가장 큰 진폭의 신호를 검출한 탐촉자의 우측에 있다면 발생원의 위치는 가장 

큰 진폭의 신호를 검출한 탐촉자의 주변 우측 역으로 한정된 좀더 정 한 역 표

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역표정은 2차원 시험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그림 3-11  AE 발생원 역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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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호진폭에 의한 위치표정 

  신호진폭에 의한 위치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편에서 거리에 대한 감쇠를 측정

해 놓는다. 다음 가장 큰 진폭의 신호를 검출한 탐촉자와 두 번째 큰 진폭의 신호

를 검출한 탐촉자 사이의 진폭차를 비교하여 발생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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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AE 신호 계측

  AE 신호는 음향방출 센서(AE sensor)에 의하여 신호발생원에서 방출된 역학적인 

신호(mechanical signal)를 전기적 신호(electrical signal)로 변환되어 검출되고 증폭

과 필터를 거친 AE파형은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관찰된다. AE 신호 계측에 필요

한 가장 간단한 기기의 구성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AE 신호 계측의 기본적인 기기 구성  

 

그림 4-2  상용 AE 측정 장비의 구성도 

Crack
Stress 

AE Sensor

Pre-Amp Main-AmpFilter

Oscilloscope
Crack

Stress 

AE Sensor

Pre-Amp Main-AmpFilter

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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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상용으로 제작된 측정장치에 대한  개괄적인 구성도는 그림 4-2에 보여

주고 있다.  측정장치들은  컴퓨터에 연결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있다. 상용

으로 제작된 대부분의 음향방출 측정장치는 여러 음향방출 센서로 감지한 여러 신

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 

converter), 시간차 계산 가능 소자 등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음향방출 변

수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한편 주파수 성분 분석과 같은 특별한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오실로스

코프나 과도파 기록기(transient recorder) 등으로 음향방출 신호를 저장하여 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혹은 음향방출 신호를 감지함과 동시

에 신호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음향방출 시험에 다음과 같은 분석기능을 포

함한다.

(1) 음향방출 신호의 진폭, 지속시간, 상승시간, 에너지, rms 전압, 누적 진폭분포 

및 진폭분포 등과 같은 정보 분석 기능 

(2) 실험조건인 압력, 온도, 변형률 등과 같은 물리량 입력 기능. 

(3) 1차원, 2차원 및 3차원에 대한 음향방출 발생원의 위치표정 기능

(4) 주파수 분석 기능 

(5) 형상인식 기능 

4.1 AE 계측장비

  음향방출 신호의 측정 및 신호해석을 위하여 AE 연구 개발초기에 

Dunegan/Endevco에서 Dunegan 3000 series가 개발되었고, 상업용으로 제작된 장비

들은 전기 및 전자기술과 컴퓨터의 발달에 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 으며 AET사

와 PAC사에서 주도적으로 장비를 개발하 다. AET 사에서 개발된 장비로는 AET 

4900, AET 5000, AET 5500 등이 있다. PAC사에 개발한 장비는 Locan-AT, 

SPARTAN 등이 있다. 최근에 Digital Wave사에서 Modal AE system을 개발하

고 독일의 Vallen 사에서는 AMSY-4, AMSY-5 등을 개발하 다. 그림 4-3은 

Spartan, Locan-AT, AET 5500 System 및 Vallen AMSY-5를 보여주고 있다. 이

들 장비들은 제작사 또는 사용의 목적에 따라 신호처리의 방법, 용량, 사용시 적용

범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음향방출신호에 대하여 나타내어 보여주는 음향

방출 인자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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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ET-5000                  (b) SPARTAN

(c) Locan-AT                 (d) Vallen AMSY-5

그림 4-3  상용 음향방출 측정 장비

4.2  AE 센서

  음향방출 센서(AE sensor)는 시험편 내부에서 발생된 탄성파가 시험편의 한 표

면에 동적인 진동 운동으로 도달하 을 때 이를 전기적신호 즉 전압-시간의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기적인 신호는 센서의 특성에 의하여 상당

히 향을 받으며, 신호처리 결과들은 센서의 형태 및 변환특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음향방출 시험의 재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E 센서는 검출하는 물리량, 압전재의 재질, 주파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변환자의 역할은 표면변위, 속도, 가속도와 이들의 혼합된 형태를 검출하

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는 기능을 이용한다. 표면의 변위만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대표적인 음향방출 센서는 축전용량형 변환자(capacitive transducer)

와 레이저간섭계(laser interferometer) 등이 있다.  이러한 음향방출 센서는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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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하고 다만 실험실 내에서 음향방출 시험의 교정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일반적으로 음향방출시험에서 사용하는 음향방출 센서는 압전효과가 있는 압전

재를 이용한다. 압전재는 대개 barium titanate (BaTiO), lead zirconate titanate 

[Pb(0.4Zr0.6Ti)O3 ~ Pb(0.9Ar0.1Ti)O3] 및 modified lead metaniobate( PbNb2O5)와 

같은 세라믹이 대부분이다.  

그림 4-4  음향방출 센서의 개괄도

 그림 4-4는 전형적인 음향방출 센서의 단면도틀 보여주고 있다. 음향방출 센서는 

신호케이블의 부착을 위한 커넥터(connector)와 금속케이스 및 압전재로 구상되어 

있다. 센서 내부의 압전재는 손상방지판/전극/압전계/전극/후면재 등으로 층으로 쌓

아져 있다. 금속 케이스는 마모재, 압전재 및 후면재를 집약하여 보호하며 전자기파

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폐재로서 역할을 한다. 손상방지판(wear plate)은 압

전재의 보호를 위하여 고안되었다. 압전재의 양편에 전극이 부착되어져 있다. 한 전

극은 접지 되어 있고 다른 한 전극은 신호선(signal lead)에 연결되어져 있어, 탄성

파가 압전재에 전달되면 이를 전기적인 신호인 전압으로 변환되어 신호선에 의하여 

전달된다.  압전재의 후면에는 후면재(backing material)가 있는데, 통상 고 도의 

텅스텐(tungsten) 입자를 포함한 수지(epoxy)를 경화시켜 만들어 진다. 후면재는 음

파의 많은 에너지가 산란 및 흡수에 의해 신호를 감쇠시켜 압전재로 다시 되돌아오

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압전재의 공진이 약화되면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다. 광대역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나 감도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면재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 공진형 압전 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적인 응용에서는 

공진형 센서가 사용된다.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광대역 센서가 사용된다. 경우에 따

라서는 다음과 같은 개량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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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온용 센서 

(2) 전치증폭기 내장 센서 

(3) 다층 압전재 센서 

(4) 편향성(polarization) 센서 

압전 센서의 주파수는 압전재의 두께에 의하여 결정된다. 압전재의 반파 공진주파

수(odd harmonic frequency)는 음향방출 센서의 최대 출력을 갖는 주파수로 정의하

며, 압전재의 두께 T가 압전재 내부의 파의 파장 λ에 대하여 T=λ/2, T=3λ/2, T=5λ

/2 등에 해당하는 주파수이다. 통상적인 압전재와 음향방출시험에 사용하는 주파수

에 대하여, 수 mm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디스크 형태인 PZT 압전재의 두께가 약 

4mm일 때 약 500kHz의 반파공진주파수를 갖는다. 음향방출 센서에 일정한 운동을 

하는 파가 입사되면 압전재의 직경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압전재의 직

경은 표면을 따라서 진행하는 표면파와 같은 경우에서는 음향 방출 센서의 감도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음향방출 센서에 사용되는 압전재는 온도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압전세라믹이 압

전 성질을 잃게 되는 온도인 Curie온도 이상에서 센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PZT의 Curie온도는 약 300에서 400℃이다.  BaTi O 3는 약 120℃이고, LiNb O 3는 

약 1,2l0℃이다. 그러므로 압전재의 압전성을 잃게되는 온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하며 덧붙여서 Curie온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측정하여야 할 조건이면 

음향도파관을 사용하여 음향방출 센서를 Curie온도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 측정하

여야 한다. 

  음향방출 센서는 대개 표면에 대하여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에 대하여 전압신호로 

나타내고 있으나 알반적으로 수직성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동작한다. 특히 종파, 횡

파 및 표면파(Rayleigh wave)로 전파하는 파동은 표면에 수직한 성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향방출 센서는 여러 가지 파의 도달을 감지할 수도 있다. 음향방출

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는 30 kHz에서 약 1 MHz까지의 역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신호를 처리한다. 이러한 주파수 역에서는 압전재의 적절한 두께를 선택함

으로써 시험하고자 하는 전체 주파수 대역에 알맞은 음향방출 센서를 선택 할 수 

있다. 20kHz 이하 혹은 가청주파수 역에서 음향방출시험은 때때로 마이크로폰

(microphone) 혹은 가속계(accelerometer)를 사용하기도 한다. 파동의 감쇠는 주파

수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므로 FRP복합체와 같이 감쇠가 큰 재질에 대해서는 

음향방출 사건을 감지하기 위하여 낮은 주파수 역의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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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유용하다. 감쇠가 작은 매질이고 주변잡음이 작다면 높은 주파수 역의 음향

방출 센서로 감지하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다.

4.3 접촉매질(couplant)

  접촉매질(couplant)은 시험체의 표면과 음향방출 센서 사이에 탄성파를 잘 전달시

키게 하는 매질로서 실리콘 오일, 물, 리세린 등과 같이 유체가 주로 사용된다. 

실제 응용에서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매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자석지지대 또는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음향방출 센서를 잘 고정하여 접촉매질의 두께를 최소하고 

음향적으로 좋은 정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유체인 경우에는 종파는 

투과시킬 수 있으나, 횡파는 투과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횡파를 전달시키기 위하여  

고점성인 유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음향방출 센서와 시험편의 표면 사이에 에폭시

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역학적으로 음향방출 센서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음향

정합이 좋도록 하므로 매우 효율적으로 탄성파의 종파 및 횡파의 성분을 잘 전달시

킨다.  센서를 항구적으로 설치하여 연속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할 경우에 

적합하다.  음향방출 센서를 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ASTM E650에 언급되어 있

다. 

4.4  전치증폭기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음향방출 신호가 너무 미약하거나 음향방출 센서와 오실로

스코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수신되는 음향방출신호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음향방출 센서의 근처의 전치증폭기(pre-amplifier)에서 40dB 정도 증폭한다. 또한, 

AE 계측기의 주증폭기(main amplifier)에서 20~60dB정도 증폭되므로 약 60~120 dB

정도로 증폭되는데, 이때 신호와 함께 잡음도 증폭된다. 이러한 잡음의 대부분은 음

향방출 센서의 주변에 있는 기계의 진동과 같은 배경 잡음과 신호선의 주변에서 발

생된 60Hz와 같은 전자기파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잡음을 제거할 목적으로 전기

적 여파기(electric filter)와 정전 차폐용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치증폭기에서 

사용되는 전기적 여파기는 원하는 주파수성분만의 신호를 여과할 목적이므로 음향

방출발생원, 음향방출 센서, 주변의 배경 잡음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야 한다.  음향방출 신호처럼 대부분 발생원이 미약한 경우 cable에 의한 잡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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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그 외피에 주석도금동선(실드선)을 편조하는데 이 실드선을 그라운드 시

킴으로써 정전 실드의 효과를 가지게 하고, 내부 심선을 유도에 의한 잡음으로부터 

보호하게 할 수 있다. 

4.5 AE 측정시 주의사항 

  실제 AE 측정시에서는 잡음이나 감도 또는 장비의 사용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음

향방출 신호를 검출하는데 실패하거나 원하지 않는 잡음신호를 잘못 검출하는 실수

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장비교정, 사용 및 음향방출 시험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센서의 선정 

  AE 센서의 특성에 따라 음향방출 신호는 크게 왜곡될 수 있다. 시험의 목적에 

따라 센서의 선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음향방출의 활성도에 관심이 있는 경우 

대부분 공진형 센서로 감도가 높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파형분석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감도는 떨어지지만 주파수 범위가 넓은 광대역 센서를 선택하는 것

이 좋다. 센서가 선정되면 센서와 시험편이 음향학적으로 잘 정합이 되도록 접촉매

질을 이용하여 부착한다.

(2) 임계전압의 설정 

  임계전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시험편에 부착한 후 음향방출 신호가 검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실로스코프상의 기저잡음을 측정하여 이 기저잡음 진폭의 약 

1.5배로 임계전압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3) 장비의 기본 설정값(default value) 

  전자장비 들은 대부분 장비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변수의 기본 설정값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시험을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로 신호를 관찰하여 시험 상황에 맞도

록 기본 설정값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4) 잡음의 제거 

  잡음은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에 이르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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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을 발생시키는 외부장비는 사용을 억제하거나 전원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

며, 필터를 이용하거나 접지 또는 차폐를 하여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신호증폭

의 동적 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신호처리 

직전에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관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향방출시험에

서 음향방출 센서의 위치선정과 음향적인 정합이 되도록 부착하는 것이 어렵고, 이

러한 것들은 장비가 포함된 시험방법의 여러 단계에 많은 향을 끼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4.6 센서의 교정 

  센서의 교정은 주어진 입력신호에 대하여 센서의 출력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센서의 특성을 정확히 안다면 역으로 입력신호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음향방

출 신호를 정량적으로 고찰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센서 교정의 목적은 센서의 특

성을 정확하게 알고 자 하는 것이다. 센서 교정의 결과는 센서의 주파수응답 및 임

펄스응답으로 표현된다. 

  음향방출시험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센서의 성능을 측정하는 수

단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매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파를 검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형태의 센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교정과정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단하게 센서 교정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시험 대상체에 있어서 위치 x'에서 힘 Fj(x',t)= δ( t)가 가해졌을 때, 위치 x에서

의 변위 u i(t)를 Green's function Gij(x,x':t)로 정의한다. Green's function이 주어

졌을 경우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힘이 주어졌을 때의 변위는 식 (4-1)과 같이 

convolu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u i(x,t)= ∑
3

j=1

⌠
⌡
⌠
⌡G ij(x,x':t-τ) F j(x', τ)dx'dτ           (4-1)

 여기서 i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위의 성분이고 j는 가한 힘의 방향이다. Fj(x',t)가 

한 방향으로의 점원일 경우는 식 (4-1)에서의 x'에 대한 적분과 j에 대한 합은 필요

가 없어지게 되어 식 (4-1)은 

u( t)=⌠⌡G( t-τ) F(τ)dτ (4-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Green's function G가 알려져 있을 경우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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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F( t)에 대한 변위 u( t)를 구할 수 있으며, 역으로 변위 u( t)로부터 힘 F( t)를 구

할 수도 있다. Green's function는 이상적인 탄성체에서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

고, 이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delta function 또는 step function을 이용하여 실험적

으로 구할 수 있다. 식 (4-2)에서 F( t)=δ( t)인 경우에 변위 u( t)는 Green's 

function으로 나타내며, F( t)가 step force로 주어지면 변위 u( t)는 Green's 

function의 적분으로 주어지게 되어 step force에 따른 Green's function, GH로 정의

된다. 실험적으로는 이상적인 delta function 보다는 step function이 이용하기가 편

리하므로 GH를 측정하여 이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함으로써 Green's function, G를 

결정하게 된다.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G 또는 GH 는 파원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

므로 보다 정량적인 Green's function을 얻기 위해서는 파원의 특성을 보정할 필요

가 있다.

  음향방출의 발생부터 검출까지를 수식화하는 데 있어, 음향방출원의 운동량 및 

응력를 source function D(t), 그린함수를 사용하는 음향방출의 탄성체내의 파동방

정식을 G(t), 음향방출 센서의 감도와 주파수 특성 등의 응답특성을 S(t)라 하고, 

AE 교정시스템에서 모든 함수가 선형응답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재료내의 음향방

출 음파는 탄성체내의 각 방향에 대하여 특정 음속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시간

과 공간에 대한 convolution 적분을 하면 음향방출 센서에서 검출되는 전기신호 

V(t)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V( t)=D( t)⊗G( t)⊗S( t) (4-3)

식 (4-3)은 시간 역에서의 표현이며 이 관계를 주파수 역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각 함수의 곱셈으로 표현된다.

V(ω)= D(ω)×G(ω)×S(ω) (4-4)

이들 함수 중에서 2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함수는 deconvolution으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source function D(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t) =V( t)⊗G( t)
-1
⊗S( t)

-1 (4-5)

또, 주파수 역의 source 함수 D(ω)는 마찬가지로 각 역함수의 곱셈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D(ω)=V(ω)×G(ω)
- 1

×S(ω)
- 1 (4-6)

두 번째 예로는 sensor에 대한 응답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므로 다

음 식으로 표현가능하다.

S(t) =V( t)⊗G( t)
-1
⊗D( t)

-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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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 t)⊗D( t)는 알고 있는 source 함수와 Green 함수로서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forward problem이다. 계산 결과를 FFT하여 얻은 Rc(ω)를 주파수 역에

서 나누어 주면 S(ω)=V(ω)/Rc(ω)  식에 의해 센서의 주파수 특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표준센서를 통해 얻은 시간 역에서의 파형을 FFT하여 구한 Rs(ω)에 의해서

도  S(ω)=V(ω)/Rs(ω)  식에 의해 센서의 주파수 특성을 얻는다.

  AE 센서의 간단한 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그림 4-5에서와 같이 큰 철강재 시험블록의 중앙에서 유리모세관을 파괴시켜 

음향방출 신호가 시험블록으로 전달하체 한다. 

(2) 유리모세관 파괴면 위의 중앙에서 서로 반대방향에 부착된 변위를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는 표준 변환자(standard transducer)와 교정을 원하는 센서의 출력 전

압을 측정한다. 

(3) 표준 변환자의 부착위치와 교정을 원하는 센서의 부착 위치가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위를 정확하게 출력하는 표준 

변환자의 출력신호는 교정을 원하는 센서의 입력신호로 불 수 있다. 

(4) 표준변환자의 출력신호로부터 교정을 원하는 센서의 출력 신호를 구한다. 

  표준 변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리모세관 파괴의 반대면 진앙점에 교정

을 원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출력신호를 측정하고 진앙점에서 변위는 이론적인 계산

을 통해 구함으로써 교정을 원하는 센서의 입력신호로 위와 같은 계산에 의하여 센

서를 교정할 수 있다.

그림 4-5  AE 센서 교정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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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AE 시험법의 응용 

 

  음향방출 기술이 개발된 이후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이 이루

어지고 있다. 석유 화학 설비에서의 압력 용기 및 저장 탱크에서의 결함 검출, 원자

력발전소에서의 연속 감시, 용접 공정시의 적용, 지질 연구 및 토목공학에의 응용, 

항공우주 산업에의 적용, 반도체 및 생체 공학에의 응용, 절삭 및 성형 등의 생산라

인에서의 감시도구로 수많은 분야에 AE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적으

로 AE 시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검증된 응용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기

술적 내용을 기술하 다.

5.1 석유화학 공업에의 응용

 AE 시험은 석유 및 화학산업의 비파괴 시험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AE 시

험은 대형 용기나 구조물에 대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탐상이라기보다는 한번의 시험

으로써 전체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검출 및 위치표정 그리고 평가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파괴시험 방법에 비해 큰 장점을 갖는다. 일반

적으로 음향방출 기술은 압력용기 및 저장용 탱크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목적으

로 적용되고 있다.

 1) 압력용기 제작시 품질 보증 

 2) 사용중 건전성 평가

 3) 사용중 연속감시

5.1.1 산업용 가스 운반용기

  외국의 특정 회사의 경우 1983년 이후부터 수소가스 운반용기에 대하여 수압시험 

대신에 AE 시험을 채택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가스 및 화학산업 회사에서도 가스 

운반용기에 대한 AE 시험의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중

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정부 방침으로 운반용 가스 용기의 경우 사용기간 매 

5년마다 이 AE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AE 시험검사의 경우 먼저 센서를 용기에 

설치한 후 각 용기에 대해 사용 압력의 약 110%로 가압하게 된다. 여기서 음향방출 

사건이 집중적이면서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표준 수압시험법의 절차에서는, 먼저 검사할 용기를 시험 설비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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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용기를 수압시험용 재킷에 넣은 후 사용 압력의 약 1.7배로 가압하여 용기

의 부피 팽창을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허용 부피 팽창을 초과한 용기는 사용을 중

지한다. 반면에 AE 시험에서는 용기를 분해하지 않고 용기 내부가 물에 젖지도 않

으며 사용중에 검사가 가능하다. 

5.1.2 금속 압력용기 

  금속 압력용기에 대한 AE 시험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적용사례가 있다. 

ASME Code, Sec. VIII, Div. 1 에서는 방사선 시험 대신에 AE 시험을 적용하도록 

요건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경이 60cm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189l  용랑을 넘지 

않으며, 용접 두께가 6.3 cm를 넘지 않는 용기에 국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험절

차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비 설치 및 결과 분석에 대한 자료도 제시

하고 있다. 음향방출 시험 방법은 금속 용기에서의 모재 또는 용접 부위의 결함이

나 손상을 탐지하게 된다. 용접 부위에서의 전형적인 주요 결함은 용융불량, 침투 

결핍, 기공, 개재물 등이다. 모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판상박리

(delamination)이다. 응력을 받지 않는 부위에서의 결함은 음향방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금속 용기에 대한 AE 시험은 ASME, ASTM 그리고 SPI 등에서 채택된 

수치적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이것의 한 예로 ASME 평가기준을 표 5-1

에 나타내었으며 이 기준은 유리섬유 복합재 용기의 경우에도 같게 적용될 수 있

다. 사용되는 특정한 수치 값은 용기의 채질, 형태, 사용 조건, 과거 응력에 대한 내

력 그리고 시험에 사용된 장비 등에 향을 받게 되므로 각기 달리 설정하여 사용

한다. 

  일반적으로 압력 용기의 경우 수압 시험시 여러 개의 센서를 용기의 전체 표면에 

적절히 배열하여 부착한 후 AE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센서간의 위치는 대체로 삼

각형 또는 사각형의 배열 구조를 사용한다. 용기의 형태는 보통 실린더형이거나 또

는 구형이 대부분이며 그림 5-1과 그림 5-2는 대표적인 압력용기에서의 센서 부착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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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압력 용기에 대한 AE 시험시 평가 기준

용기 형태
처음 응력이 작용할 당
시 용접후 열처리가 안
된 압력 용기

그 외의 조건을 가진 탱
크나 압력용기 비       고

하중 유지 동안 
발생한 hit 수

TH시간 이후에 EH hit 
수 이하

Count rate 적용 않음
특정한 하중 증가에 대
해 센서당 NT counts 
이하

EH, NT, ET, EA :
특정 인정기준치

Hit 수 적용 않음
특정한 진폭 이상의 ET 

hit 수 이하

Large amplitude 
hits

특정한 진폭 이상의 EA 
hit 수 이하

특정한 진폭 이상의 EA 
hit 수 이하

VTH : 특정평가
       threshold

상대 에너지 또는 
진폭

하중증가에 따라 증가 
않음

하중증가에 따라 증가 
않음

Activity
하중증가에 따라 증가 
않음

하중증가에 따라 증가 
않음

TH : 특정 응력
      유지 시간

평가 기준 (데시벨) VTH VTH

 

그림 5-1  수평형 압력용기의 AE 센서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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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구형 압력용기의 AE 센서 설치 위치

5.1.3. 송유관이나 가스배관

  지하매설 송유관이나 가스배관에 대해 누설 탐지를 위해 AE 시험이 적용되고 있

다. AE 시험으로 밸브나 연결 부위에서의 누설 여부 및 누설 위치를 찾는다. 매설 

배관의 경우는 임의 간격으로 센서를 배관에 부착하게 되는데. 센서의 접근이 가능

하도록 배관의 표면을 국부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도파관을 사용하여 매설 배관에 접

촉시킨 후 도파판에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누설시 발생하는 

AE 신호의 거리에 따른 감쇠 또는 압력이나 유량 등에 따른 AE 신호 세기 등의 

변화를 일정한 거리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그 위치와 누설량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누설 탐지 전용 장비가 개발되어 있으며 그림 5-3은 지하 매설 배

관의 누설 탐지 AE시험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그림 5-3  배관 누설탐지 AE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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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력발전 설비에의 응용 

 화력발전 분야에서 음향방출 기술이 적용되어 온 분야는 건설시 검증 시험(proof 

test) 및 수압시험(hydro-test)시의 누출탐지 정도이다. 원자력 발전설비보다는 안전

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음향방출 기술의 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는 않았다. 최근에 음향방출 기술이 각종 플랜트 설비의 진단 및 운전 중 감시에 

널리 확대되어 응용되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가동중인 보일러 튜브의 파손을 조

기에 감지하기 위한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4에서는 증기 발생장

치에서의 과열기 튜브 헤더(header)부분에서의 누출 탐지를 위한 음향방출 적용과  

센서 설치 모습을 보여준다. 화력 및 수력 등의 2차 계통 시스템에서는 회전기기에  

음향방출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터어빈에서의 저어널 베어링 파손감

지에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음향방출 관련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저어널 베어링에 대한 조기 파손감지는 현재 국내의 일부 발전설비에 실

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 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화력 및 

수력 등 기타 발전설비에서의 음향방출 기술의 적용은 주로 배관계통 및 가압 시스

템 및 수력발전소 댐의 건전성 진단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5-4 증기 발생장치의 과열기 튜브 헤더에의 A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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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목구조물에의 응용 

  1930년대 말에 미국 광산국에서 실시한 암석 광산의 음파실험에서 응력을 받은 

암석기둥에서 마이크로 수준의 소리가 방출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rock talk"라고 

명명하 다. 1939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Portsmouth에 있는 현수교의 양단에 위치한 

주 케이블에서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하 고 이 균열의 진전시에 발생하는 파단 소

리를 들었으며 케이블을 교체하 다. 이것이 토목구조물에서의 음향방출 적용에 대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토목 공학에서의 음향방출 기술의 사용은 상

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이들 응용의 대부분은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다. 표 

5-2에는 음향방출 기술의 다른 적용 분야와 비교해 토목 공학 및 관련 용용에서의 

그 사용 주파수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음향방출을 이용한 토목 및 지질 관련의 현장 적용 연구로서는 기반 구조물 감

시, 터널의 불안정성 감시, 제방의 건전성 감시, 광산에서의 암석의 파괴나 지주의 

파손 그리고 갱도의 무너짐 등을 감시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흙으로 

된 댐의 경우 흙의 이동이나 물의 통과 등을 탐지하는 데도 응용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질 및 관련 연구에서는 지하 깊숙이 센서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가 많

으며 이 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그림 5-5에서는 지질 연구에서 사용되

는 전형적인 센서 설치 방법 및 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 진단의 대표적인 경우는 강재나 콘크리트로 건설된 교각 등을 들 수 있

다. 이 중에서도 강재로 이루어진 교각 중 용접 연결부위나 조임 연결 부위 등의 

균열에 의한 파손을 조기에 탐지하고자 하는데 음향방출 기술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 외에도 구조물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강재 와이어 로우프의 파손 

검출을 위한 음향방출 연속감시, 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 공정 시에의 음향방출 

적용, 그리고 콘크리트 모델 구조물에 대한 실험 실적 연구 등도 적용의 대상이 되

고 있다. 

표 5-2  AE 시험 적용 주파수 범위

AE 시험 적용 분야  주파수 범위

지진 0.01 Hz ~ 1 Hz

미소 지진 1 Hz ~ 100 Hz

지질 및 토목 구조물 25 Hz ~ 50 KHz

누설 20 KHz ~ 100 KHz

강 구조물 100 KHz ~ 1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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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지질 연구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센서 설치 개념도



- 52 -

5.4 항공우주산업에의 응용 

  항공우주산업에서의 감시 및 이상 진단에서의 AE 기술의 적용은 다른 응용분야

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 분

야의 적용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금속합금 및 복합재의 재료 특성 

및 파괴기구 해석 연구에 AE를 이용하며 비행 중 비행기 동체 및 날개의 결함 탐

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항공기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

는 복합재료에 대한 파괴기구 및 결합 특성에 대해서도 AE의 적용이 활발하다. 

5.4.1 항공우주용 금속재료의 AE 시험 

  항공우주용 구조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재료는 AlCu, AlZnMg, 

AlTi 합금이고  연결고리나 부싱 등에는 고장력강이 사용된다. 항공구조용 합금에

서의 AE발생은 다음과 같은 발생원을 갖는다. 

1) 합금 기지조직의 소성변형 

2) 안정된 균열성장에 의한 국부적인 미소파괴 

3) 불안정 균열진전 

4) 마찰 및 fretting 마모에 의한 잡음신호 

  7075-T6 알루미늄합금에서 균열전파에 따른 AE는 피로시험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알루미늄 판재에서 균열성장시의 AE 신호 발생원은 금속간화합물로된 개재

물의 파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6은 수신된 AE 신호의 최대진폭분

포와 개재물의 크기분포 사이에 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재물이 없고 완

전히 풀림 열처리된 (7075-0)재료의 실험에서는 이러한 신호의 발생이 없었음이 보

고 되고 있다. 

  항공우주용 구조는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AE 발생 

특성 변화가 중요하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신호 발생률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온도의 증가에 의해 재료의 항복강도나 인성 같은 기계적 

특성이 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는 곧 개재물의 파괴나 균열성장에 의한 AE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원리로 열처리에 의해 항복강도가 증가

하면 AE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합금은 시효경화에 의한 강화기구를 

가지므로 시효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개재물과 기지조직 계면의 부정합에 기인하는 

잔류응력의 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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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AE 진폭분포와 개재물 크기와의 비교 

5.4.2 항공기 구조의 AE 시험 

  항공기는 수많은 볼트, 나사, 리벳과 판재로 이루어져 있어 비행중의 하중 차에 

의해 이들 각각은 서로 상대적인 변위를 갖게 되며 또한 기체 구조의 복잡성 때문

에 AE 신호의 모드 변환이 심하며 따라서 탐지된 신호의 파원에 대한 분석이 어렵

게 되므로 항공기 구조의 AE 시험은 매우 어렵다.  항공기 구조의 AE 시험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는 장비가 약 9g로부터 2kHz까지의 극심한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항공전자장치의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

되어야 한다. 항공기 구조의 AE 시험에서 가장 유효한 기능은 항공기 전체 구조에 

대한 연속감시와 취약부에 대한 위치표정이다. 항공기 구조의 AE 시험에서 약 

100kHz이상의 주파수 범위에서 얻어진 신호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l) 대부분의 AE 신호는 기체 구조의 마찰 또는 미동마모에 기인한다. 

2) 저공비행 등으로 기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변화할 때 잡음이 매우 심하다. 

3) AE 센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잡음 신호는 매우 긴 상승시간(rise time)과 주로 

낮은 주파수 성분을 가진다. 

4) 항공기 제트엔진 소음은 300kHz이상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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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에서 느린 균열전파의 탐지가 가능한 전압치 문턱값에

서는 비행시간당 수천 개의 잡음신호가 탐지되는 반면 균열전파에 의한 신호

는 열개 미만이다.

5.4.3 항공용 고분자 복합재료 및 구조물에 대한 AE 시험

  대표적인 항공용 복합재료는 에폭시 매트릭스에 탄소섬유가 매몰되어 경화된 

CFRP이다. 가벼우면서도 강인하여 높은 비강도, 비탄성율을 가지고 부식에도 강하

며 온도변화에 대한 칫수의 안정성이 높은 등의 장점으로 최근에 군수용은 물론 민

수용 항공우주 구조물에는 고분자 복합재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주

왕복선의 고체연료 로켓은 탄소/에폭시 복합재료를 필라멘트 와인딩이라는 방법으

로 만들고 있다. 항공용으로는 날개의 표피재나 리딩엣지, 수평꼬리날개, 엔진 두껑

(nacelle), 헬리롭티 주날개 등이 있다. 고분자 복합재료는 외력에 의해 변형될 때 

엄청난 양의 AE를 발생시킨다. 고분자 복합 재료 및 구조에 대한 AE시험은 손상

의 발생과 결함의 성장을 실시간에, 가동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평가할 수 있는 

비파괴적 검사법으로서 활용된다. 건전한 복합재료 구조에서는 최대하중의 약 40에

서 60퍼센트에서 AE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심각한 결함을 이미 가진 구조에

서는 약 20퍼센트부터 이미 AE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복합재료의 파괴기구와 AE 신호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주로 매트릭스 균열, 섬유와 매트릭스 계면의 분리, 섬유의 뽑힘, 

섬유의 파단, 층간분리 등이 주요 AE 발생원이고 이 발생원에 대한 구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5-7에서와 같이 복합재료의 재료시험시 하중의 증가에 따

른 AE 발생에 있어 처음에는 매트릭스의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AE 

신호는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에서 발생된다. 하중이 최대하중에 접근하면 

AE 발생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기지균열 외에도 층간분리, 섬유-계면 분리, 섬유파

단 등 복잡한 파괴현상이 짧은 시간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AE를 이용한 가동 

중 또는 비행 중 연속감시는 구조에서의 손상발생과 장기간에 걸친 열화현상에 대

한 포착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AE 시험에서는 위치표정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하

중의 20퍼센트 정도에서도 섬유파단이나 충격손상에 의한 결합의 발생 및 진전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또한 그림 5-9에서처럼 카이저효과에서 벗어나는 정도

를 표시하는 펠리시티(Felicity)효과는 고분자복합재료의 손상정도를 매우 잘 나타내

는 지표이다. 비행중의 기체에 대한 AE 연속감시는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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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함 발생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비행중 AE 시험

에서 전기기계적 잡음, 방대한 양의 데이터, 비행중 응력 변화, 센서 열화 등이 실

제로 부딪히는 문제로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그림 5-7  균열이 있는 복합재료 다방향 적층판에서의 AE 발생 특성

] 

그림 5-8 주기적 반복하중에 의한 복합재료의 카이저 효과와 펠리시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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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변전소 변압기의 절연유 진단 응용

  

  전력케이블을 비롯한 전기설비는 사용도중 부분방전 등의 전기적인 현상에 의하

여 극심하게 열화되는 현상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기설비의 열화

상태를 알려주는 방전현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전기설비에서의 

방전현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대별된다.

1) 방전신호의 측정 및 신호처리 

2) 진단시스템 구축

3) 방전현상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재료 개발

이들은 절연체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또는 급작스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발전분야의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기존의 방전현상 측정은 크게 전기적인 방법과 비전기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기존에 가장 널리 쓰이는 전기적인 방법은 방전시 발생되는 전류 펄스를 임피

던스나 전류 변압기와 같은 전기적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

러나 국내의 변전소 및 발전소에 설치된 변압기는 다중접지가 되어 있어 단일 전류 

변압기를 통하여 방전전류를 검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주변의 각종 전기

적인 잡음에 의한 향이 매우 크며 방전원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

다. 비전기적인 방법은 방전시 발생되는 AE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압전소자로 구성된 음향방출 센서를 사용하여 방전시 발생되는 

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초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주변의 전기적인 잡음에 의한 향이 전기적인 방법에 비해 적고 외부 부착식이기 

때문에 설치가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방점 발생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음향방출센서를 설치해야하고, 절연유와 변압기 철판 등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매질에 따라 음파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통해 센서에 도달하는 신호가 복잡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신호분석기술을 도입

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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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섬유강화플라스틱(FRP)용기의 적용

  화학공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용기와 배관은 구조적 문제

가 있어 왔으며 그 건전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FRP 용

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AE 시험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AE 시험법을 대체할 만한 비파괴검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AE 시험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기술 개발과 응용이 가속화되어 AE시험법이 섬유강

화플라스틱(FRP) 용기와 배관들의 표준탐상시험으로 선정되고 있다. SPI(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가 주체가 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은 탱크와 파이프를 

위한 실용적인 시험법을 개발했다. ASTM과 ASME 등에서는 SPI에 개발한 FRP용

기 시험법과 비슷한 시험절차를 수용했다. AE시험은 대부분의 복합재를 평가함에 

있어 일차적인 기술로 채택되었다. 

  ASTM은 탱크와 배관을 비롯한 리프트 트럭(lift truck)의 AE 시험법에 대한 기

준을 마련했으며, ASME는 FRP용기에 대한 시험법을 제정하여 AE 시험법을 유리

섬유강화재료를 사용한 구조물의 표준검사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AE 시험법은 

우주항공산업용 재료, FRP, 고압배관과 같은 새로운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AE

는 또한 주요한 품질제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 흥미있는 연구분야로, 설계변형

률 제한과 비례선형성의 한계를 정의하는데 있어 AE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AE는 미소균열의 징후를 검출하는 고감도 검사방법이므로, 결함

성장 등을 실험적으로 검출하는데 적당하다. 앞으로의 연구는 패턴인식과 경향분석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신호 정의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압력용기나 저장용 탱크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지나 복합재료의 사용증가

에 따라 특수 목적으로 복합재료를 사용한 용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에 대

한 시험 검사는 금속재료와는 분리하여 다루고 있으며 세 군데의 관련 협회에서 복

합재료 용기의 음향방출 시험에 대한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유리 강화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절차는 SPI에서 처음으로 확립하 으며 그 이후에 ASTM과 ASME의 

두 협회에서 비슷한 시험절차를 채택하게 되었다. ASME의 시험절차에서는 유리섬

유뿐 아니라 다른 섬유로 강화된 복합재료 용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ASME 

Code는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표준 시험의 적용 대신에 주에서 통과한 합법적

인 절차를 주장하고 있다. 그 기준에 대한 가장 쉬운 절차가 바로 ASME Sec. V, 

Article 11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압력이나 진공 또는 어떤 형태의 응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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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섬유강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새로 제작된 것이나 사용 중에 있는 것 등에 

음향방출 시험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림 5-9와 5-10은 복합재료 압력용기

에서의 음향방출 시험시 적용되는 대표적인 가압절차와 시험절차를 보여 주고 있

다. 

  섬유강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음향방출의 적용은 다른 응용에 비해 매우 성공

적이었으며 그 기술은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설비나 배관류에서의 표준

시험이 되었다. 화학공정 산업에서는 FRP 파이프나 용기의 성능이 매우 노후화 되

어 많은 파손 사례가 보고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음향방출 기술이 

섬유강화 플라스틱 설비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검증하는데 만족스러운 방법임을 확

인 시켰다. 

그림 5-9  압력용기 음향방출 시험을 위한 가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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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압력용기 음향방출 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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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저항 점용접에서의 적용

  용접시 발생하는 AE 신호로부터 용융 전후 부위에 대한 정보와 용접상태를 검사

할 수 있다. 용접과정은 크게 전용융(premelting), 용융(melting), 후용융

(postmelting)으로 나눌 수 있다.  저항 점용접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몇 단계로 이

루어진다. ① setdown of electrodes, ② squeeze, ③ current flow, ④ forging, ⑤ 

hold time, ⑥ liftoff. 이때 각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음향방출신호가 발생하

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들은 각 발생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AE신호 요소들

은 재료나 두께에 따라 다르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5-11은 저항점용

접(resistance spot weld)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AE신호 발생 양상을 개략적

으로 보여준다. 

그림 5-11  저항 점용접시의 전형적인 AE 발생 양상 

  대부분의 AE 신호 특징은 용접 품질 요소와 결부된다. setdown과 squeeze 동안

에 발생하는 AE는 종종 그 부분의 전극과 표면의 조건에 관련될 수 있으며, 전류

가 막 흐르기 시작할 때의 여러 형태의 신호는 그 부분의 초기 저항과 청결함과도 

연관될 수 있다. 전류의 흐르는 동안, 소성 변형, 너깃 팽창, 마찰, 융해와 expulsion

등은 AE 신호를 생성한다. Expulsion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는 일반적으로 큰 진폭

을 가지고 있으며, 너깃의 형성과 연관된 AE의 나머지들과 구별될 수 있다. 그림 

5-12는 직류전류 용접과 교류전류 용접에서 전류가 흐를 때의 전형적인 AE 응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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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2  (a)직류 및 (b)교류 용접시의 전형적인 AE 발생 양상 

  다음과 같은 용접전류의 결과, 몇몇 물질은 응결하는 동안 상당한 AE가 발생된

다. 이것은 너깃의 크기와 함유물과 관련될 수 있다. Hold period동안의 nugget 

cool으로 인해 고체-고체 상변화와 균열의 발생 결과로부터 AE가 발생할 수 있다. 

Liftoff 동안, 그 부분으로부터의 전극의 분리는 신호를 생성하며, 이 신호는 용접표

면의 조건뿐만 아니라 전극의 조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시간과 파장 또는 에너지 식별을 이용함으로써, 각 단계에 대응하는 AE 응답은 

단독으로 검출되거나 분석될 수 있다.  점용접 과정 각각의 단계와 AE가 용접품질

이 상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깃의 형성과 확장, 그리고 expulsion과 균열형

성에 의해 발생되는 AE에 대해서만 상세히 고려한다. 

  용접 역에서 물질이 가열될 때, 상위 전극에 의해 가해진 압력은 물질을 인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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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형시키며, AE가 생성된다. 이 과정과 연관된 AE 신호의 파장은 그 부분에

서의 전극의 압력과 청결함의 향을 받는다. 용접품질과 관계된 정보가 없을 시 

AE 신호들을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가열은 용접부위의 융해와 너깃의 성

장을 유발한다. 너깃의 형성과 확장은 용접의 견고성과 연관된 AE신호를 발생시킨

다. 용접전류가 감소되자마자 너깃은 응고되기 시작하고 용접부위와 그 주위에 잔

류응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잔류응력이 심하다면, 교류용접의 주기 사이에 열

균열이 발생한다. 몇몇 시편들의 경우 시간과 진폭간격의 선택에 의한 AE반응의 

측정은 다른 시험들로부터 알려진 용접의 견고성과 너깃의 크기와 관련될 수 있다.  

용접품질에 대응하는 AE신호의 최소수용레벨이 설정된다.  

  Expulsion은 용접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발생한다. 용접주기 이내에, 전극이 깨끗

하거나 얇은 물질을 용접할 경우 즉각 발생된다. 용접조건이 저하되거나 두꺼운 시

편이 같은 조건에서 용접될 경우에는 후에 발생한다. 용접너깃 역으로부터 물질

을 제거하기 때문에 expulsion은 바람직하지 않다. 용접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피드

백 신호를 만들기 위해 expulsion 신호가 사용될 때는 자동적으로 최소점을 따라갈 

것이다.  용접의 견고성이나 다른 용접품질 매개변수는 비파괴검사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 용접의 견고성은 expulsion AE의 정확한 측정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방법으로 expulsion AE의 최대수용레벨이 결정될 수 있으며, 비수용 용접이나 용접

부분을 분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탄소강 합금의 경우에, 점용접점이나 가까운 부위의 물질은 nugget cool과 같은 

상변화가 일어난다. 변환이 일어나는 물질의 최대 부피는 너깃의 크기와 융해접합

의 역과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상변환시의 AE반응은 용접의 견고성과 관련

된다.  AE신호의 상변화 단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파형 레코더가 필요하다. 시간

과 진폭간격을 선택함으로써 몇몇 시편에 대한 상변화 AE의 측정은 용접의 세기나 

크기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방법에서, 받아드릴 수 있을 정도의 용접품질에 대응하

는 AE신호의 최소수용레벨이 설정된다. 용접후 균열형성으로부터 발생된 AE는 

current termination과 liftoff 사이의 시간동안 감시될 수 있다.  

 점용접의 감시와 제어를 위해 AE시험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5-13은 점용접시

AE 신호 감시와 제어를 위한 장비의 block diagram을 보여준다. 온라인 감시의 목

적은 품질평가를 함에 있어 불량용접을 찾기 위함이다. 온라인 제어는 용접조건의 

저하를 보정하기 위해 한 두개의 처리변수를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처리와 용접전

류의 소스 사이의 피드백 루프를 완성하기 위해 AE장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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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이 있는 점용접은 처리 중에 무작위로 발생하거나 도는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결함들은 용접조건의 외적 변화에 기인하며, 점용접의 점진적 

저하는 전극의 노후 때문에 발생한다. 가해진 열은 전기저항와 용접시간에 비례하

고, 용접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AE로 점용접 과정을 온라인 감시하는 목적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용접부를 확인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부품의 장착이나 제거 또는 수리를 위한 스케쥴을 

잡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된다. 이러한 의도로, 이론적으로는 용접품질에 관한 어떤 

임의의 매개변수들을 조합할 수 있다. 만약 모든 매개변수들이 동시에 감시된다면, 

조건에 맞는 양호한 용접이란 충분한 너깃 볼륨을 갖는 점용접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는 심한 expulsion과 용접 후 균열현상에 대해 자유로우며, 요구되는 평균강

도를 만족한다.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결함이 있는 용접부위의 수로 표현되는 용접

상태의 기능저하에 대한 한계는 expulsion을 감시함으로써 찾아 낼 수 있다. 이것은 

실제적 응용을 위한 일종의 시험에 불과하다. 용접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매개변수

들 중에 단지 너깃의 형성이나 expulsion만이 용접과정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변수들은 용접과정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앞에서 기술했던 장비들은 전치

증폭된 AE신호나 용접제어기로부터의 펄스와 단계함수(step function)와 같은 입력

이 있어야 한다.  AE의 피드백 제어는 요구되는 공정 변수들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용접시간 조절은 가장 일반적이다. 용접의 매개변수들이 정립된 후에 AE감시시스

템은 용접제어기와 연결될 것이다.

그림 5-13  점용접시의 AE 신호 감시 및 제어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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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원자력발전소에의 적용

  원자력발전소(원전)의 냉각계통 기기들은 그 수명기간 동안 주기적인 가동중 검

사에 의해 그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원자로 냉각계통 구성 기기들은 출력

운전 중 방사선 환경에 의해 접근불가로 검사활동이 주로 핵연료재장전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차기 가동중검사 이전에 고장, 가동중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부

분의 고장 등을 경험함으로써 압력경계 구조물 및 부품의 균열 또는 누설 등이 주

요 감시대상 결함이 되었고 구조건전성을 출력운전 중에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함이 발생하고 진전할 때 음향방출 신호가 발생하고 압력경계 내벽을 따라 전파

하므로 압력경계 외부에서 AE 파를 탐지하고 적절한 신호처리를 통해 분석함으로

써 결함의 성장과 결함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속감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

다. 원전에서의 음향방출 응용에 있어서 균열 탐지보다는 누설탐지의 활용도가 더 

많았다. 균열탐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최근에야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이고 계

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지만 누설 탐지는 70년대 초 밸브 누설 탐지에서 시작하여 

밸브 유량흐름 감시, 일차 압력경계부위 누설탐지, 가압중수로 압력관 누설탐지, 액

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 물 누설 감지 등 여러 방면에서 실용화되고 있

다.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에서의 음향방출 기술의 적용은 성공적인 사례들을 기초

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다. 프랑스에서는 수압시험 시 직접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

에 음향방출을 이용한 누설감시를 하도록 코드화되어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

는 원자로압력용기 헤드 제어봉구동장치 관통부의 누설도 본 시험을 수행하면서 최

초로 발견함으로서 음향방출 탐지법의 유용성을 입증하 다

5.8.1 경수로 원전 

  경수로 원전은 1970년도 말에 미국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의 Peach Bottom 3호기

에서 음향방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PNL(Pacific Northwest Lab)에 의해 음향방출 

연속감시 적용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원전에 누출탐지용으로 

건설 시 미리 음향방출 센서를 설치하여 연속감시에 이용하고 있다. 경수로 원전에



- 65 -

서의 음향방출 응용분야는 가동전 수압시험시 누설감시, 가동중 1차 계통 및 밸브

의 누설감지, 구조물내의 결함 성장 연속감시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원

전 전호기에도 음향감시계통이 설치되어 1차 계통 및 가압기 방출밸브의 누설감시

에 이용되고 있다.  

가. 원자로 및 1차 계통 누설감시

  원자력 발전소의 1차 계통에서의 누출탐지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단

히 중요하다. 경수로의 누설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 원자력규정 Reg. Guide 1.45에

서는 1 gpm(63 ml/sec) 이하의 누출을 1 시간 내에 탐지할 수 있는 누출탐지능을 

요구하고 다음의 누설탐지법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4가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Sump Level and Flow Monitor 

- Airborne Particulate Radioactivity

- Airborne Gaseous Radioactivity

- Atmosphere Humidity of Dewpoint

- Atmosphere Pressure and Temperature

- Flow Rate of Condensate from Air Coolers

이 방법들은 방사능 준위,  습도, 압력 및 온도변화, 섬프 레벨 변화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1차 계통에 대한 누출탐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법

으로 채택되어 운 되고 있지만 대부분 탐지시간이 10분 이상 정도로 이 정도의 민

감도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를 생각해 볼 때 이상적이라 할 수 없다. 1978년 

TMI-Ⅱ 의 냉각재 누설사고 이후에 보다 신속한 누설 탐지법의 개발과 적용이 요

구되었다. 이에 의해 음향방출을 이용한 방법이 개발되어 다른 방법보다 민감도가 

높은 누출탐지 기술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표 5-3에서와 같이 음향누설감시 장치가 

현재 국내 웨스팅하우스 및 표준형의 모든 원전에서 설치되어 운  중에 있다. 그

림 5-14에는 원자로의 1차 계통에서의 연속 감시를 위한 음향방출 센서의 부착위치

를 보여주고 있다. 

  음향누설감시계통은 여러 개의 음향방출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기 및 고온

고압의 냉각수가 누설될 때 배관구조물을 통해 전송된 고주파수의 음향방출신호를 

탐지한다.  누설탐지에 사용되는 음향방출 신호는 그 발생원이 고체 내부에서 생긴 

에너지가 아닌 누설부위에서 유체흐름의 동요가 구조물의 음향방출 에너지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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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설시 발생되는 음향방출 신호는 유체흐름 조건에 크

게 좌우되는데 그 신호 모양은 돌발형이 아니고 일정치 않은 잡음과 같은 넓은 대

역의 연속형의 신호이다. 기체역학 모델의 해석적 결과에서 음향방출 에너지는 누

설부 면적 A에 비례하고 음향방출 에너지는 실효전압치의 자승( V 2
rms)이므로 누설

률은 실효전압치의 자승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된다. 즉, 주변 잡음의 평균실효 전

압치(Vrms)과 누설시의 평균실효 전압치를 비교함으로서 누설여부 및 누설량의 추

정이 가능하다. 원전 실험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5-15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원전 가동중 상태에서 잡음레벨은 크게 변화하고 누설량에 따라 큰 진폭의 AE 

신호가 발생하고 거리에 따라 감쇠한다. 원전의 최소 잡음레벨에서 0.01gpm의 누설

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설에 의해 발생되는 AE 신호의 주파수 대

역은 1kHz에서 1MHz에 이른다. 그러나 낮은 주파수는 기계적 잡음 때문에, 고주파

수는 높은 감쇠로 인하여 주로 음향감시계통은 일반적으로 100∼700kHz 범위에서 

동작된다. 일반적으로 신호의 크기는 누설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나 주파수 성분변

화는 없다. 감지기에서 누설부위까지의 거리는 음향신호크기가 누설부위로부터 전

송되어 가면서 감소되기 때문에 센서를 설치할 때는 최소 누설 탐지량을 고려하여 

센서간의 거리를 정해야 한다.  원전에의 음향방출 기술 적용에 있어서 가동시 발

생하는 큰 신호의 배경잡음(background noise)과 고온 및 방사능에 의한 센서 열화

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원전에 AE법은 주로 누출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금

속파편(loose parts) 감시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원자

로 용기 및 1차 계통에 센서를 부착할 때는 고온 문제로 도파관(waveguide)을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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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국내 경수로 원전의 음향누설 감시장치 설치 현황

     

      그림 5-14  경수로원전 1차 냉각계통의 누설탐지용 AE 센서 설치도 

                 및 음향누설감시장치(ALMS)의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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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상부헤드: 3개, Rx 하부헤드: 1개, SG : 2개,

Hot Leg : 2개, Cold Leg : 4개, RCP Pump: 4개, 

가압기 안전밸브 : 3개

NIMS

(GE)
울진 3,4호기

200-400kHz

(Accelerometer : 8  ea.)

Rx 상부헤드: 4개, Rx 하부헤드: 3개, 

SG 1차측 : 3개,SG 2차측 : 3개, RCP Pump: 3개

VAMS

(Framatome)
울진 1,2호기

100-300kHz

(Crack Detection 
during Hydrotesting : 6 
sensors of Hot & Cold 
Leg )

Rx 상부헤드: 3개, Rx 하부헤드: 1개, SG : 2개, 

Hot Leg : 2개, Cold Leg : 4개, RCP Pump: 4개, 

가압기 안전밸브 : 3개

NIMS

(GE)
영광 3,4호기

300-700 kHz
Rx 상부헤드: 3개, Rx 하부헤드: 1개, SG : 3개,

Hot Leg : 3개, Cold Leg : 3개, RCP Pump: 3개

ALMS 
(Westinghouse)

영광 1,2호기

300-700 kHz 가압기 안전 및 방출 밸브 : 6개
ALMS 

(Westinghouse)
고리 3,4호기

가압기 안전 및 방출 밸브 : 4개ALMS고리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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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누설시 AE신호 감쇠 특성 곡선과 원전 잡음레벨에 의한 누설탐지 감도  

나. 역지 밸브 건전성 진단

  역지 밸브는 원자력 안전계통 뿐만 아니라 BOP 계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주입탱크 출구, 고압 안전주입 출구, 잔열제거계통 출구 등

에 설치되어 안전 상에 매우 중요한 기능에 담당하고 있다. 역지 밸브의 주요 고장

유형은 밸브 디스크 작동 고장과 밸브 누설로 구분되는데 역지 밸브의 고장은 수격 

현상, 과압 및 열 충격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역지 밸브의 누설 탐지는 평균실효값

을 이용하는데 가압되지 않은 상태(정지중) 및 가압된 상태(운전중)에서 평균실효값

을 측정하여 그 차이값으로 누설여부를 판단하나 충분한 측정경험과 데이터가 확보

되어야 한다. 1984년 미국 Duke Power Company 원자력발전소의 축압탱크 출구 

역지 밸브를 실험한 결과 디스크 동작 시 금속과 금속의 접촉에서 발생되는 음향방

출 신호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2개 이상의 감지기에 도달하는 신호 도착시간차를 

측정, 비교하여 태핑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고 Hinge Pin 및 디스크 스터드 연결에 

마모를 가진 밸브를 닫을 때 음향방출 신호를 분석함으로서 내부 구성품의 손상 여

부를 적절히 탐지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로는 음향방출 신호가 역지 밸브를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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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적으로 진단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만 UT 또는 Magnetic Flux 신호 분석

방법과 병행하여 더욱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다. 원자로 압력용기 균열 감시

  PNL에서 원자로 용기의 균열의 진전과 음향방출 신호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연

구를 수행하고 원자로 1차 압력경계에서 발생한 균열 초기와 성장을 연속적으로 감

시하기 위한 음향방출의 타당성을 입증하 으며 NRC에서는 음향방출을 원전의 비

피괴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검사 방법으로 인정하 다.  PNL에서는 결함 진전

율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음향방출 신호의 식별 방법을 분석평가 하 다. 실험실

에서 수행된 1단계 연구에서 A533B 강판를 이용하여 피로 균열 성장률과 AE 발생

률(AE Event Rate)과의 관계를 구하 다. 이 실험으로 AE 발생률은 균열 성장률

(in/sec)과 실험온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림 5-16의 2개선은 실내온도(RT)

와 550 ℉의 경우 보수적인 추세 선으로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dN
dt
=1.6 × 10 - 4 (

da
dt
)
1.9

      : 상온    

dN
dt
=2.1 × 10 - 5 (

da
dt
)
1.9

     : 550 ℉

즉 AE 발생률만 알면 피로 균열 성장률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으로 구조물이나 

기기의 수명(End-of-Life)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2단계 실험에서는 1단계 실험에

서 개발한 결함-음향방출 신호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길이 12ft, 외경 5,5ft, 두

께 4.5in, A508 강판으로서 3개의 균열을 가진 A533B 강판을 용접한 ZB-1이란 이

름의 압력 용기에서 수행하 으며 1단계 피로시험에서 구해진 균열성장과 음향 방

출의 관계식이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1, 2단계 실험에서 얻어진 음향방출 

측정 및 분석기술을 실제 원전에 적용하는 실험으로 가동중 검사기간 중에 발견된 

균열 근방에 음향감시계통을 설치하여 균열의 진전 여부를 감시하여 독립적인 수단

에 의해 측정된 균열 진전과 비교하여 검증하 다.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음향방출 신호는 원자로냉각재 유동, 원자

로냉각재펌프 회전 등 여러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이 잡음들은 균열 신호를 

판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어 음향방출 응용에 큰 제한이 되었다. 2단계 실험에서

는  도파관(wave guide)을 사용하여 고온환경에서 연속감시를 수행하 다. 도파관

은 주위 잡음의 필터링 역할을 하여 균열에서 발생하는 음향방출 신호를 적절히 식

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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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 진전 탐지를 위한 연구 결과로 ASME XI, Div 1, Code Case 471 "AE for 

Successive Inspection"이 1990년 4월에 승인되었다. 이것은 가동 중 검사에서 발견

된 균열(Flaw)이 연속적인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판정이 났을 때 균열 진전을 확인

하기 위한 연속적인 검사 요건(IWB-2420, IWC-2420)의 대안으로 음향방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Code Case에 음향방출 시스템의 설치, 교정, 측정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원전 압력용기의 특정 부위에 대한 연속감시를 목적으로 한 실험적 연구에서 피

로 시험과 더불어 가동 직후, 정상 가동중, 가동후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음향방출의 

특성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음향방출은 주변의 잡음에 비해 매우 약하게 발생되며, 검출능력은 방출신호를 

감시하는 위치와 주위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 AE 발생수를 비롯한 음향방출 최대진폭 분포 및 AE 에너지 등은 유용한 매개

변수들 이다.

3) AE 신호를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요구된다.

그림 5-16 균열성장률과 AE 발생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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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원전 1차 계통 감시를 위해 설치된 AE 센서와 감시장치  

그림 5-18 원전 적용 AE 계측계통의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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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 균열 감시

  SS 304 스테인레스 배관 용접부분에 열응력을 받게 되면 응력부식균열(SCC)이 

발생한다. SCC 균열성장 감시와 누설 감시에의 음향방출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연

구가 이루어졌다. 응력 부식 균열을 찾아내기 위한 음향방출기술의 신뢰가 한층 높

아졌다.  배관 파손 시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부하가 걸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소성변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AE가 발생

하지만 진전되면서 이러한 신호는 점차 감소한다. 일정하게 부하가 걸리는 동안

뿐만 아니라 SCC 초기상태에서는 수소거품이 사라지면서 수없이 많은 양의 작

은 AE신호가 검출된다. 

2) 배관에 부하가 걸릴 때 SCC가 커지는 단계에서는 SCC 손상 주위에서 상대적으

로 큰 신호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된 AE신호는 주로 균열 표면의 마찰이나 산화

층의 붕괴 등과 같은 이차적 원인에 기인한다.

3) 마지막 단계로 SCC가 급속히 진행할 경우, AE발생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데, 

SCC와 같은 주요 부위에서는 이미 초기단계에서 부터 높은 AE발생을 보인다.

4) 누설시 발생하는 AE 신호는 매우 크다. AE는 누설 검출에 대해  높은 감도를 

갖고 있다. 

  SCC 시험에 있어, AE 방출 건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SCC의 전파를 반 하는 

부식손상의 진행과 변화 이후의 단계적 증가를 알 수 있다. 변화 이전에는 부하가 

걸리는 단계에서만 관측되었던 몇몇 이벤트들과는 반대로, 변화 이후에는 부하가 

잠시 중단되거나 멈추는 동안에 많은 AE 이벤트들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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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중수로 원전(CANDU) 

 

 중수로 원전(CANDU)의 원자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그림 5-19와 같이 수평으로 배

열된 수백 개의 핵연료 압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는 많은 장점이 있

는데, 그 중 하나는 원자로 외관의 각 측면에 있는 특별한 핵연료 교환장치를 사용

해 가동중에도 원자로에 핵연료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핵연료 압력관은 

두 개의 Zr-2.5Nb재료의  동축 튜브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이 압력관에는 핵연

료와 냉각재가 들어간다. 냉각재는 중수이고 온도가 250℃∼300℃이고 압력이 약 

10MPa 정도이다. 칼란드리아 관(calandria tube)으로 명명되는 외부튜브는 압력관보

다 얇으며, 70℃이상의 온도에서 5∼15m에 상응하는 정적 수압을 받는 중수 감속재

로 주위가 둘러싸여 있다. 칼란드리아 관과 압력관 사이에 있는 환형 공간은 건성 

가스로 채워지는데, 대기압 정도의 질소나 CO2 등이 쓰인다. 모든 압력관의 양단은 

그림 5-20에서와 같이 스테인레스로 된 엔드핏팅(endfitting)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지름이 작은 피더관(Feeder Pipe)과 헤더들로 연결되어있다. 압력관은 롤압 연결방

식으로 엔드핏팅에 붙어 있다. 본래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인장 잔류응력과 

핵분열에 의한 방사능 조사에 의하여 압력관의 변형이 발생한다. 

그림 5-19  CANDU 원자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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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CANDU 압력관 엔드핏팅(Endfitting) 형상 

 제조시 핵연료 안에 존재하거나 핵연료 교환시 유입되어 첨가된 수소는 원자로가 

냉각될 때 지르코늄 산화수소물로 응결한다. 이러한 잔류 응력은 표면 불연속점에 

집중되는 약한 수소화물 플레이트를 만든다. 작은 불연속점은 지연성 수소화물 균

열(delayed hydride cracks) 과정의 되풀이로 인해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관통 

불연속부를 만든다. 지연성 수소화물 균열을 통해 수반되는 누설은 환형 가스 시스

템(annulus gas system)에 있는 이슬점 모니터(dew point monitor)에 의해 빠르게 

검출되지만 수백 개의 압력튜브의 균열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일단 환형 가스 시스템을 통해 누수가 검출되면, 누수 채널을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특정 채널의 유입구와 유출구에 얼음 플러그(ice plug)를 생성시키고, 뒤이어 

연료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채널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어느 일정한 압력이 되면 연

료공급장치의 밸브를 닫고, 압력강하율을 기록한다. 누수 채널에서는 현저한 압력 

저하가 발생한다. 이 방법은 누수 채널을 탐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시간

으로 누설을 탐지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음향방출법이 적용될 수 있다. AE 시

스템은 매우 단순하다. 500kHz 공진주파수를 갖는 센서는 스크류 형태의 호스 클램

프(hose clamp)의 안쪽에 구부러져 부착된 금속 테두리에 부착된다. 센서로부터 약 

1m(3 ft) 떨어진 지점에 있는 40dB 전치증폭기에서는 약 30m(100 ft) 지점의 주증

폭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200~800kHz대의 필터링된 신호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 75 -

지나 표준 아날로그 XY 플로터로 기록된다. 누설부 확인을 위해 그림 5-21과 같이 

원자로 end fitting에 센서를 고정시킨다. 채널당 2분 정도의 검사시간이 소요되며 

각 채널에서 측정된 AE 신호들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기록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개의 원자로에서 19개의 누수 압력관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결함이 있는 압력관을 교체시 1차 냉각재의 수화학 제어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

기가 어렵다. 이것은 교체된 채널의 피더관 end fitting 연결부위의 seal face를 부

식시키고 결국은 seal 누설이 발생된다. Seal 누설탐지에서도 AE 시험법이 유효하

게 적용되었다. Seal 누설은 지연 수화 균열에 의한 누설과는 달리 공기 중으로 발

생하고 수리는 비교적으로 수월하다. 

그림 5-21  엔드핏팅에의 AE 센서 설치

  가압중수로형 원전에서는 압력관의 누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누설 발생 전에 CIGAR 장비를 이용하여 균열의 존재 및 크기를 측정하고 있

지만 측정 채널 수량에 제한이 있고 신호 평가에 신뢰성 때문에 압력관의 누설 가

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압력관의 누설 발생시 AGS(Annulus Gas 

System)에서 일차적으로 감지 될 수 있다. 380개의 채널 중 어디에서 누설이 발생

하는가를 검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음향방출 방법을 이용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누설 압력관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서 

CANDU 원자로의 390개 튜브에 대해 중수 누출을 음향방출 방법으로 탐지하 는

데 300-600 kHz 범위의 센서를 사용하여 8.3 MPa 압력 하에 있는 유체의 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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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l/sec 인 것까지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5.3 액체금속로 (LMR)

  액체금속로는 소듐 냉각재를 사용하고 소듐 반응 억제를 위해 보호가스 시스템과 

이중 격리 구조를 가짐에 따라 경수로 원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가동중검사와는 

다른 검사 기술이 요구된다. 액체금속로는 낮은 압력에서 운전될 뿐만 아니라 원자

로와 주요부품이 스테인레스 강과 같은 인성이 큰 재료로 제작되기 때문에 구조적 

악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파손에 대한 조치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

다. 또한 액체금속로 압력 경계면에서 소듐의 누설은 소듐 물 반응으로 인한 화재

를 일으키므로 소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시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은 주기적인 가동중검사에 의존하기 전에 연속감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액

체금속로 가동중검사 코드인 ASME XI, Division 3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액체금속로의 가동중검사법으로 연속감시법이 적용되도록 요건화하고 있으며 이러

한 연속감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AE시험법이 유용하다. 액체금속

로의 증기발생기는 소듐-물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물 누출시 화재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품이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파손은 매우 중요하게 감시되어야 한다. 증

기발생기 튜브 누설은 소듐-물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AE 신호를 발생시킨다. 누설 

AE 신호는 증기발생기 용기 외부에 설치된 AE 센서로 감지된다. AE 누설탐지기는 

소듐누설을 높은 감도와 빠른 반응시간으로 탐지 가능한 기술로서 프랑스 

SuperPhenix를 비롯한 여러 액체금속로에서 증기발생기의 소듐 누설탐지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액체금속로 배관계통의 구조건전성 평가에 AE시험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연구

와 응용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액체금속로 배관재인 SS 304 스테인레스 강의 시편과 

배관재의 피로파괴시험을 통해 AE 발생 특성과 온도 의존성을 연구하 다. AE 시

험기술은 배관의 불연속부를 검출하고 그 위치를 찾는데 있어 탁월한 능력이 있음

을 확인하 고, 발전소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기초 자료들을 축적하

다. 액체 소듐 배관 테스트 루프를 사용한 점진적 가열시험에 대한 AE 감시 시

험 결과, 소듐 흐름으로 인해 생긴 배경잡음은 매우 적으며 열적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높은 AE 신호 방출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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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고체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형성된 변형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음

향방출은 1950년에 학술적인 연구가 처음 이루어지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 1960년대 말부터 산업계에서 적용되면서 실용기술이 진전되어왔다.  음향방출 

기술은 재료 내부에서 진행되는 현상에 대하여 기존의 재료시험 또는 측정방법으로

는 불가능했던 정보를 알아내는 재료 특성평가의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고  균열 또

는 누설의 조기 발견이라는 이점으로 연속감시, 원격탐지, 수압시험 및 공정감시 등

에 적용되고 있다. 음향방출 시험법의 이점은 동적인 변형에서 발생하는 음향신호

를 측정함으로써 결함의 진전을 즉시 알 수 있고, 가동 중에 감시가 가능하므로 검

사를 위한 정비시간이 불필요하며, 기존의 비파괴 검사로 접근 불가하거나 검사하

기 어려운 부분의 감시가 가능하고, 결함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보수정비

가 가능해 진다. 반면에 음향방출신호는 신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되고, 탐지대상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유사한 신호가 발생되므로 신호

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AE 신호의 취득이나 분석에 있어서 고도의 측정 장비

가 필요하며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음향방출 기술을 이용한 실 구조물이나 

산업설비에의 적용은 음향방출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과로서 빠른 성장을 하 으며 

최근까지 매우 활발하게 그에 대한 연구 및 응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

야의 급성장은 AE 연구자와 AE 측정장비 제작회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졌

다고 보며 최근 전자산업의 성장에 따른 음향방출 측정장치 및 소프트웨어 부분의 

향상이 큰 역할을 하 다. 따라서 산업설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음향방출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음향방출 기술의 단점인 신호해석의 어려움 

및 특정 분야에서의 발생원의 규명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

부 시험 검사에서는 그 절차가 규격화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많은 응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서로 교환함에 의해서 시험 검사에 대한 절차 및 분석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물과 부품의 가동중 연속감시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AE 시

험법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신호 계측 방법 및 산업계의 응용 사례에 대한 기술현황

을 분석하고 기술하 다. 현재 음향방출 시험법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

고 있으며 안전성 향상과 공정 감시 등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원

자력발전소에 있어서 가동전 검사시 수압시험 및 1차 계통 압력경계면의 누설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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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음향방출이 응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의 1차계통의 

누설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음향누설감시계통(ALMS)이 설치 운  중에 있다.  

결함 진전 감시에는 일부 원전에 적용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널리 적용되

고 있지는 못하다. 원전이 노화 되면서 일본 쓰루가 발전소를 비롯한 노후 원전에

서 부품 및 냉각재 배관 파단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검사기법으로 음향방출이 널리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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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많은 연구와 적용시험을 거쳐 음향방출 시험법은 재료 거동 평가 및 균열 탐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파괴검사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음향방출 감시의 이점은 동적 

변형에 의한 음향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결함위치와 결함 진전을 알 수 있고, 기존의 

비파괴 검사와는 달리 가동중인 상태에서 원격감시와 온라인 연속감시가 가능하다. 

현재 음향방출 시험법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많

은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 가동전 검사시 수압시험 및 1차 

계통 압력경계면의 누설 탐지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음향방출이 응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물과 부품의 가동중 연속감시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AE 시험

법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신호 계측 방법 및 산업계의 응용 사례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기술하 다. 음향방출 시험법은 원전 NSSS 주요 기기 및 부품의 구조건전

성 온라인 감시의 주요 기술로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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