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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재목 

비파괴검사 신뢰도 개선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생 

비파괴검사기술은 원전설비의 수명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의 첫 단계로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명관리의 기본자료를 제공하므로 그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원전셜비검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파괴검사법 으 

로는 와전류탐상파 초음파탐상법이 았는데， 와전류탐상법은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에， 초음파탐상검사는 각종 용접부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두가지 검사법의 신뢰성올 확보하는 것은 원전수명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이 

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탑상과 와전류탐상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SG 세관용 ECT검사 경계 요소 해석 기법， SG세관 ECT결함신호의 지농형 

분석을 위한 신경회로망기법 개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원격장와전류 탐상 

기술 개발， UT 산란음장의 FEM 해석， 초음파탐상 PD-RR Test의 통계적 신 

뢰도 평가 개발， 사각 초음파 탐상 시험 신호 예측을 위하여 정확성 및 계산 

시간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다중-가우시안 빔 모텔{Multi-Gaussian Beam 

ModeD을 적용한 초음파 탐상 시험 모델을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SG 세관용 ECT검사 경계요소 해석 기법 

• Maxwell 방정식으로부터 SG세관용 ECT에 적합한 지배방정식 유도 

• 지배방정식으로부터 경계요소정식화 및 유한요소정식화를 통한 수치 

해석 프로그램 구성 

• 실험신호와 비교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 

• 수치해석 프로그램올 이용하여 결함신호 획득 

나. SG세관 ECT결함신호의 지능형 분석을 위한 신경회로망기볍 개발 

• FEM program을 이용하여 다양한 결함신호 획득 

• 대칭성 결합의 slzmg올 위한 특정추출 및 선택 

• 비대칭성 결함 신호분석을 위한 특정선택 



• 실제결함에 대한 결함분류 및 크기산정을 위한 결함 신호 분석 

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원격장와전류 탑상기술 개발 

• 원격장와전류 탑상올 위한 수치해석 모델랭 프로그랩 개발 

• 탐상주파수 선정， 탐촉자 셜계 및 결함신호 특성 예측 

• 원격장와전류 탐상시스탱 구축 및 실험 

• 신호형태 개선 방법 개발 

라. UT 산란옴장의 FEM 해석 

• FEM을 이용한 2차원 산란체에 의한 산란음장해석 

마. 초음파탕상 PD-RR Test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 초음파검사 PD-RR test에 의한 국내원전 ISI에 적용되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분석모웰 개발 

• 초음파검사 PD-RR test 절차서 개발 

• 초음파검사 PD-RR tes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분석 

바 사각 탐상 시험 모텔 개발 

• 다중-가우시안 빔 모델을 이용한 사각 탐상 시험 방사 음장 모렐 개발 

• 사각 탐상 시험 모텔용 대비시험 모델 개발 

• 사각 탐상 시험 신호 예측 모델 개발 

• 개발 모텔을 이용한 신호예측 및 검중 

IV 연구개발의 컬과 및 활용방안 

1. 연구개발의 결과 

가. SG 세관용 ECT 검사 경계요소해석기법 개발 

맥스웰방정식으로부터 SG세관용 와전류탐상에 적합한 전자장 지배방정 

식을 유도하였다. 이 지배방정식에 경계요소정식화 및 유한요소정식화를 

수행하여 와전류탐상검사용 수치해석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랭은 

크게 전처리， 메인， 후처리 부분으로 구성한다. 전처리 및 후처리는 윈도우 

즈의 GUI를 이용하여 사용의 편이성을 제공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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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올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신호와 비교하였으며， 검증된 프로그램올 이 

용하여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한 탐상신호를 획득하였다. 

나. SG 세관 ECT 결함신호의 지능형 분석을 위한 신경회로방 기법개발 
FEM 프로그랩을 이용하여 SG 세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함 형태에 

대해서 와전류 결함신호를 얻었다. 대청 결함에서는 slzmg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추출 및 션택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비대칭 결합의 선 

단편이 변화에 따른 결함신호 특정 선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실 

제 결함에서 획득한 와전류 결함신호를 FEM 수치해석 프로그랩올 이용한 
모사 와전류 결함신호와 비교하였으며， 특정추출 및 선돼과정을 거쳐 PNN 

파 BPNN을 통하여 결함분류 성능 및 크기산정 결과를 알아보았다. 

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원격장 와전류 탑상기술개발 

원격장와전류 탕상을 수치적으로 모텔링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랩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탐상주파수를 결정하고 탕촉자롤 설계 

하였으며 결함신호의 특성올 예측하였다. 설계된 탐촉자를 제작하고 탐상 

시스템올 구축하여， 전열관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 

며 결함신호를 실험적으로 구하여 전열관의 원격장와전류 탐상이 가능함 

을 실증하였다 또한 개선된 신호형태를 개발하고자 차동형 탐촉자를 설계 

하고 신호특성을 조사하였는데， 내， 외부 결함에 대하여 거의 통일하게 민 

감하며 동시에 구별도 가능한 장점이 있음을 보였고， 결함크기 변화에 대 

해 신호의 회전이 적고 주로 크기가 변하는 단순한 특성이 있음올 밝혔다. 

라. UT 산란음장의 FEM 해석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랩인 ANSYS를 이용하여 2차원 둥방성 및 

이방성 재료에서 탄성파의 전파 및 산란 거동을 고찰하였다. 여섯 가지 경 

우의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FE 수치 해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근사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초옴파탑상 PD-RR test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올 위한 합리적 규제지침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고 규제요건의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 

행한 초음파검사 PD-RR test 결과를 통하여 초음파탐상 PD-RR test를 위한 

절차서와 PD-RR tes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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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각 탐상 시험 모텔 개발 

다중-가우시안 빔 모텔을 이용하여 사각 탐상 시험 신호 예측 모텔 

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기하학적 반사체(모서리， 카운 

터 보어)에 의해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예측하였으며， 예측한 신호를 

실험신호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모텔을 통해 예측한 신호와 실험 

신호가 아주 잘 일치하였다. 또한， 사각 초음파 탐상 시험 모텔 개발을 

훨수적인 시스탬 효율인자를 구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융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SG 세관의 와전류 결함신호의 예측 
- 비대칭 결함에 대한 와전류 결함신호의 변화 예측 

- 와전류 결함신호 DB 구축 

- 와전류 결함신호로부터 결함인자를 결정 

- SG 세관 및 기타 비자성체 관의 원격장와전류 탐상조건 셜정 
- 원격장와전류 탐촉자 설계 

- SG 세관 검사용 원격장와전류 탕상 장비 개발 
- 원격장와전류 탐상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 

- 주어진 시험편에서의 최적 초음파 탑상조건 설정 

- 원전 PDI에 활용 

- 사각 초음파 탕상시 험 신호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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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Ie 

Improvement of the reliability of nondestructive inspection 

ll.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study 

Nondestructive testing is one of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life-time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 and it carried out at the first 

stage. It offers fundamental data for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it 

is essential to retain it’ s reliability. The typical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 for th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are eddy current 

testing and ultrasonic testing; the former is used to inspection of steam 

generator tubes, and the latter is used to inspection of various types of 

weldments. Therefore, retaining their reliabilities is a key technique for 

the life-time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ies of ECT and UT, the following subjects were carried out 

in this study; 

• Development of BEM analysis technique for ECT of SG tube. 

• Development of neural network technique for the intelligent analysis 

of ECT flaw signal of SG tubes. 

• Development of RFECT technology for the inspection of SG tube. 

• FEM analysis of ultrasonic scattering field 

• Evaluation of statistical reliability of PD-RR test of Ultrasonic 

testing . 

• Development of angle beam ultrasonic testing(UT) mod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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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 Development of BEM ana1ysis technique for ECT of SG tube. 

• Derivation of electromagnetic governing equation for the eddy current 

testing in SG tubes from the Maxwell's equation 

• Development of numerical ana1ysis program using boundary element 

formulation and finite element formulation from governing equation. 

• Validation of developed program comparing with experimenta1 results. 

• Aquisition of various ECT flaw signals using numerica1 ana1ysis 

computer program. 

B. Development of neural network technique for the intel1igent ana1ysis of 

ECT flaw signa1 of SG tubes. 

• Aquisition of various ECT flaw signal using FEM program. 

• Feature selection for the sizing of symmetric flaws . 

• Feature selection for the analysis of non-symmetric flaws. 

• Inversion of ECT 영gnals from ar뼈d외 flaws. 

C. Development of RFECT technology for the inspection of SG tube. 

• Development of a numerica1 modeling program for RFECT. 

• Decision on 야Jerating fr며uency， design of the RFEC probe, and prediction. 

of defect signa1 characteristics. 

• Build-up of RFEC testing system and 앙q:JeIlIIfilt 

• Thve1때n.mt of irq:roved defect ~뼈1려 I멍-esentation 

D. FEM analysis of ultrasonic scattering field 

• FEM analysis of 비trasonic scattering field from the 2-dimensional 

scatterer. 

E. Evaluation of statistical reliability of PD-RR test of Ultrasonic testing. 

• Dev잉qJtreI1t of analysis mx성 for the statistica1 r허iability of nondestructive 

testing res버앙 따:plied 10 the ISI of doræstic nuclear IX>wet" plants by the 

비trasαric tes미19 PD-R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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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he PD-RR procedure of ultrasonic testing. 

• Eva1uation of statistica1 reliability of the PD-RR of ultrasoruc testing. 

F. Ièvel따rent of an 와19le beam 버없없1Ì.c tes미Jg(따) !1lXÈl 

• Dev;잉어lIreJlt of an 버때없1Ì.c beam r뼈atiα1 mα월 for an링e beam ur u:영ng 
m.J!ti-C꿇ussian beam m:x:성 

• Deve1어lIreJlt of an reference mXI페 for angle beam ur rroc회 
• Dev하따Irel1t of 킹1 ultrasonic m:x:월 for l:I뼈ctiα1 of 하1빙e beam ur signa! 

• pt뼈ction of 머1밍e beam ur 혀gn외 from geOJretrica1 re않뼈's usmg 

dev잉대Jed rmdel and v머idation of deve1cprl m:x펴 corr양ning with 

eJqffÏrærrtS 

1. Results and suggestions to the practica1 usage 

1. Results 

A. Deve10pment of BEM analysis technique for ECT of SG tube. 

From the Maxwell ’ s equation, the electromagnetic goveming equation 

for the eddy current testing in SG tubes has been derived. Perforn1Ïng 

the boundary element formulation and finite element formulation to this 

goveming equation, the numerical ana1ysis computer program for the 

eddy current testing was obtained. This program is consisted of the 

pre-processing part, main paπ， and post-processing part. By adopting 

the windows graphic user interface (GUI) in pre-processing and 

post-processing parts, the user can feel comfort and easy about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To probe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programs, the eddy current signal from the experiment is compared 

with the numerica1 one. And various eddy current flaw signals are 

obtained using the numerical analysis computer program. 

B. Development of neura1 network technique for the intelligent ana1ysis of 

ECT flaw signal of SG tubes. 

The various ECT flaw signa1s of SG tube have been generated using 

2-dimensional FEM program. The features for the sizing of symmetric 

flaws have been selected. The features of the non-symmetric flaw 

signal as the flaw tip deviation have been studied. ECT signal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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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tificial flaws were compared to simulated s Ïgnals. Feature extraction 

and inversion of experimental ECT signals were carried out. 

C. Development of RFECT technology for the inspection of SG tube. 

A FEM program for the modeling of RFECT has been developed. 

Using this program, a proper operating frequency is decided and the 

RFEC probe is designed. It is found that defect signals from ID and 

OD defects are almost identical and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defect depth and signal strength. The designed probe was built 

and the testing system has been set up. The experiment shows that 

RFEC effects are present in the SG tube and defect signals are 

obtained experimentally. This resu1t proves that RFECT can be applied 

to the inspection of SG tubes. Also, a differential RFEC probe is 

designed and its signal characteristics are investigated. It can detect ID 

and OD defects with identical sensitivity and at the same time, the two 

defects can be distinguished. Also shown is that the signal rotation is 

litt1e and the magnitude of the signal changes as the defect size varies. 

D. FEM analysis of ultrasonic scattering fields. 

Propagation and scattering behavior of elastic waves in 2-dimensional 

isotropic and anisotropic media has been studied using commercial FEM 

program, ANSYS. Six cases have been considered, and it was found 

that FE results have good agreements with the approximate analytical 

results. 

E. Evaluation of statistical reliability of PD-RR test of Ultrasonic testing. 

Procedure and evaluation model of statistical reliability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PD-RR test of ultrasonic testing which i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echnical bases of rational regulation 

for the integrity evaluation and safety of nuc1ear power plant. 

F. I농V리땅rent of an 킹1밍e beam 띠없.50띠c testing{ ut) mα~ 

Using the multi-Gaussian beam, we have developed an angle 

beam ultrasonic testing modeling which involves th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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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of an ultrasonic measurement model: 1) the system 

efficiency factor, 2) the radiation beam from circ비ar transducer, 
and reflection or refraction from/through the interfaces, 3) the 

scattering beam from a f1aw, and 4) the reception by receiving the 

receiving transducer. Combining of these four elements, we have 

developed the tow models: 1) the reflection from the circular part 

of the STB-Al block that can be served as the reference model 

for the estimation of the system efficiency factor, 2) the f1aw 

responses from which the angle beam ultrasonic testing signals are 

predicted. U sing the developed model, we have performed the 

prediction of angle beam ultrasonic testing signals from geometrical 

reflectors such as counter bores and corners. The accuracy of 

proposed models is verified by .the experiments. 

2. Suggestions to the practical usage 

- Prediction of ECT f1aw signal in SG tube 

- Prediction of ECT f1aw signal variation for asymmetric f1aw in SG 

tube 

- Establishment of database of ECT f1aw signals 

- Detennination of f1aw parameters from ECT signals. 

- Optimization of RFEC testing conditions for SG and other 

non-magnetic tubes 

- Design of RFEC probe 

- Development of RFEC Test 1nstrument for the inspection of S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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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괄 

제 1 절 서론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상업 운전 중인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연한이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상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원전을 안전하게 운 

영 •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전 수명관리 규제 기술의 확보가 무엿보 

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가통중검사(In-Service 1nspection; 1S1)와 온라인모니터링 (on-파le 

monitoring)을 통한 운전중 감시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랩에서는 

원전 주요 기기의 열화 및 노후화 감지를 위한 여러 가지 비파괴검사가 수 

행되고 었으며， 이러한 비파괴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괴역학적 관점에서 

의 수명평가가 수행되고 었다 따라서， 원전설비의 수명관리를 위한 핵섬기 

술은 크게 원전설비의 열화 및 노후화 확인 평가를 위한 비파괴검사 

(Non-Destructive Testing: NDT) 기 술과 수명 평 가를 위 한 파괴 역 학분석 

(Fracture Mechanics Analysis; FMA)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기 

술은 수명관리의 첫 단계이며， 그 이후 이어지는 모든 수명관리 활동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결함검출을 위해 사용중인 각종 NDT 기법에 대한 기본 

원리는 비교적 잘 정 립되어 었으며， 현재 상용으로 개발된 NDE 장비들은 

이러한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 고도화와 함께 

각총 산업설비의 요소 기기들의 형상이 복잡해지고 사용하는 재료가 다양해 

지면서， 비교적 단순한 재료의 간단한 형상올 갖는 피검체에 대한 검사를 가 

정하여 정립된 각종 NDT 기술의 객관척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원전 1차계통 주요 기기처럽 그 형상이 매우 복잡할 뿐 만 아니 

라 피폭 때문에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결함 검출 

기법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원전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 

파괴검사 기술은 그 신뢰성이 검사 장비와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원전 검사 시 과연 어떤 것이 최적 검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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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지， 그리고 현재의 탐상 조건에서 예견되는 결함 검출능은 얼마나 되는 
지 퉁 비파괴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원전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장비를 외국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부단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대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비파괴탕상 장비가 출력으로 제공하는 검사 신호를 이론적으로 예측하 
는 기술， 즉 비파괴탑상 시험 모텔령 기법의 개발， 그리고 비파괴탐상 장비 
의 출력 신호를 분석하여 결합의 크기， 종류， 크기 둥을 자동적으로 결정하 
는 지능형 신호해석 기술의 개발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수행이 미홉할 뿐만 아니라 일부 수행된 연구도 선진국에 비해 초 
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원전 주요 기기의 열화 및 노후화 확인 평 
가 기술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비파괴평가 신뢰도 개선 
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제 2절 연구 개 발의 배경 및 필 요성 

현재， 원전 주요 셜비의 열화 및 노후화 확인 평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대 
표적 비파괴검사 기법으로는 와전류탐상 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가 있다. 와 
전류탐상 검사는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에 그리고 초음파탑상 검사는 각종 
용접부 검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위들이 원전 건전성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이 두 기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원전 수 
명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핵심 과제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기발생기 세관은 가동 특성상 결합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원 
전 수명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전의 노후화가 진행됨애 따라 발 
생하는 다양한 전열판의 결함올 검출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검사법의 확보가 
필요하다. 세관의 재료나 형상， 그리고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와전류탐 
상 기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이 부단히 경주되고 있다. 현재 선 
진 각국에서는 유한요소법이나 경계요소법 풍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와 
전류탑상 검사의 전 과정을 모사하고， 결함 신호를 이론적으로 예측코자 하 
는 연구을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경회로망 기법 퉁 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결함신호를 분석하여 결함의 위치， 종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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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둥을 자통적으로 결정하는 기법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었다. 최근 국 

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본 과제제안자률에 의해 수행된 바 있 

으나， 이상적 형상의 2차원 결함에 대해서만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 

제적인 3차원 결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기발생기가 노후화 되면서 신호판별이 애매한 결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복잡한 전열관 외부의 구조적 특성과 관 외부에 형성되는 침전물 

로 언해 결함으로부터의 반웅이 감춰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sleeving올 통한 전열관의 재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강도 니캘과 같은 자성 

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전통적으로 비자성체 검사에 사용되는 ECT는 

보수된 전열관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어려움율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대부분의 노후화의 영향은 관 외부로부터 진행되기 쉬운데 Bobbin type 

differential probe률 사용한 와전류 탑상검사에서는 표피효과에 의해 외부결 

함신호가 내부결함신호에 비해 무척 작게 나타나므로 초기성장단계에 있는 

외부결함을 놓칠 가능성 이 많다. 따라서 와전류 탐상 결과의 검중 및 결함청 

보 판별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조적인 검사방법이 개발될 펼요가 었 

다. 즉， 와전류탑상의 단점올 보완하고 ECT 결함선호의 판별시 보조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자성체 관 검사에서 외부결합에 민감한 새로 

운 검사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원격장와전류탐상 (Remote Field Eddy 

Current Testing: RFECT)올 비자성체인 중기발생기 전열관 검사에 적용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었다. 

원전 주요설비의 결함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또 하냐의 대표적인 검사 기법 

이 초음파탐상 검사이다.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평가 기술은 

결함에 의한 산란신호를 통해 재료내부의 결함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셀비에 따른 최적화된 주파수 및 탐 

촉자 위치의 선정과 검출 결함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산란 신호 특성의 분석 

기술 확보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서 선진 각국에서는 초음파탐상 시협의 

모웰링에 대한 연구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초음파시혐의 모텔령에는 

해석적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과 유한요소법이나 경계요소법 둥 수치해석 기 

법을 이용한 수치적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석적 근사해의 경우， 적 

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수치해석기볍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본 과제제안자들에 의해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가에 비하여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 

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원전 검사에 적용되는 초음파탐상 검사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 

- 3 -



으로 판단된다. 

국내 원전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중요 프로그램으로 가동전/가동중 검사 

(PSIIIsn가 수행된다. 이러한 검사시 사용되는 비파괴검사는 검사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VIII의 Supplement 2 및 3 에서는 검사자에 대한 요 

구조건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기 시험 절차의 

세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Mini-PIRR Test Protocol이 개발된 바 있다. 그 

러나 이러한 Protocol의 적용에 있어서 그 유용성의 검중은 아직 수행된 바 

없으며， 각 세부지침에 대한 항목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또한 Mini-PIRR Test 결과의 신뢰도평가률 위해서는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확률론적인 분 

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실정에 적합한 Protocol의 개발올 위한 유 

용성검중에 대한 연구와 확률론적 신뢰도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제 3절 연구개발의 목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내 가통중인 원전 설비의 열화 및 노후화 확인평 

가를 위한 바파괴탐상 검사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세관 

(Steam Generator tube: SG tube)의 와전류탑상검사(ECT)의 모델령 몇 신 

경회로망 신호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pipeline 검사에서 새로운 검사법 

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격장와전류탐상(RFECT) 기술을 SG tube 검사에 적 

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초음파탑상 신호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수치 

해석 모댈올 개발하며， 국내 가동전/가동중 검사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한 확 

률론적 신뢰도평가룰 수행하는 젓이다. 

제 4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연구 

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SG 세관의 ECT 결함신호 예측을 위한 3차원 경계요소 수치해석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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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 개발 

- 전자장 지배방정식 유도 

경계요소 및 유한요소 정식화 

- 수치해석 프로그랩 개발 

냐. SG 셰관 ECT 결합신호의 지능형 분석을 위한 신경회로망 기법 개발 

- 실제 ECT 결함신호 분석 및 결함분류와 크기산정올 위한 특정추출 

연구 

실제 결함신호에 대한 분류와 크기산정올 위한 신경회로망의 알고 

리즘 연구 

- 2차원 수치해석 프로그랩을 이용한 4가지 형상의 결함에 대한 신호 

의 생성 

- 2차원 FEM 모사신호에 대한 분류와 크기산정을 위한 특정추출 연 

구 

다. 증기발생기 전열판외 원격장와전류 탐상기술 개발 

- 원격장와전류 탐상을 위한 축대칭 수치해석 모텔링 프로그랩 개발 

- 탑상주파수 선정， 탐촉자 설계 및 결함신호 특성 예측 

- 원격장와전류 탑상시스랩 구축 및 실험 

- 신호형태 개선 방법 개발 

라. 초음파탐상 검사의 산란 융장에 대한 유한요소 수치해석 

- 2-D 균열의 산란 문제 해석 및 전파 거동 해석(이방성 포함) 

시간조화/펄스， 초음파 법， 종파/횡파 업사장 입력 방법 연구 

- 균열 특성 (크기， 위치， 방향 동)의 영향 분석 

- Round Robin Test Results와 비 교 

마. Mini-PIRR Tes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명가 

- Mini-PIRR Tes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분석 

- 통계적 분석 활용 프로그램 모의 검증 

- Mini-PIRR Test률 위해 개발한 신뢰도 평가 모텔의 유용성 검중 

- Mini-PIRR Test 결과 데이터분석 

2. 연구결과 

가. SG 세관용 ECT검사 경계요소 해석 기법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률 위한 와전류탐상의 수치해석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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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요소법 및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전자기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맥스웰방정식 (MaxweIl' s equation)으로부터 SG세관용 와전류탐상 

검사에 적합한 전자장 지배방정식 (governing equation)올 유도하였다. 경계요 

소법에서는 변수로 퉁가표연전하밀도 및 퉁가표면전류밀도를 사용하여 미지 

수의 개수를 줄였다. 유한요소법에서는 자기벡터포텐셜 및 전기스칼라포탠셜 

올 사용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전자장 지배방정식으로부터 경계요소 

정식화 및 유한요소 정식화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치해석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랭은 크게 전처리， 메인， 후처리 부분으로 구분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 

다. 검중된 수치해석프로그램올 이용하여 다양한 결함에 대한 와천류탐상신 

호를 획득하였다. 

나. 신경회로망에 의한 와전류 결함특성 평가 

이번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는 대칭결함(Case 1 ， ID)에 대한 FEM 모사신호 

와 비대칭결함(CaseII ， N)의 모사신호에 대한 특정분석올 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실제결함을 FEM수치해석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결함의 분류와 크기산청 

을 위한 과정올 수행하여보았다. 

실제결함의 제작에 있어 비대칭결합의 생성이 불가능하여 대청결함에 대해 

서 ID/OD-νVType 형태의 12가지 결함을 제작하였으며， FEM 수치해석 

훌로그램의 모사신호와 위상 및 magnitude에 대한 scale의 문제점이 발생하 

였다. 이를 위해 각 주파수<100，400와1z)와 I-type 의 O.4mm인 결함을 

Reference신호로 선택하여 magnitude를 normalize하였고 위상 또한 보정 

factor를 구하여 변환하였으며 다른 결함에도 통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런 과정올 통하여 특정추출 및 선택올 하였고， PNN을 이용하여 결함의 분 

류성능과 BPNN을 통한 크기산정에 대한 결과롤 확인하여 보았다. 

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원격장와전류 탑상기술 개발 

원격장와전류 탑상을 수치적으로 모웰령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랩 

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탐상주파수를 결정하고 탐촉자를 설계하였으 

며 결함신호의 특성올 예측하였다 설계된 탐촉자를 제작하고 탐상시스댐올 

구축하여， 전열관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결함신호 

를 실험적으로 구하여 전열관의 원격장와전류 탐상이 가능함을 실중하였다. 

또한 개선된 신호형태를 개발하고자 차통형 탑촉자를 셜계하고 신호특성을 

조사하였는데， 내， 외부 결함에 대하여 거의 동일하게 민감하며 동시에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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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놓한 장점이 있음을 보였고， 결합크기 변화에 대해 신호의 회전이 적고 

주로 크기가 변하는 단순한 특성이 있음올 밝혔다. 

라. UT 산란음장의 FEM 해석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햄인 ANSYS를 이용하여 2차원 퉁방생 및 이 

방성 재료에서 탄성파의 전파 및 산란 거동올 고찰하였다. 먼저 탄성파의 전 

파， 산란 문제의 유한요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라미터 인 체눈 

크기 (요소의 길이)와 시간 적분에 필요한 시간 간격을 해가 수렴될 수 있도 

록 적절하게 셜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산에 필요한 시간올 절약할 수 있 

었다. 

마. 초음파탑상 PD-RR Test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규제지침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고 규제요건의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초음파검 

사 기량검증 Round Robin Test 결과를 통하여 초음파탐상 PD-RR Test를 

위한 절차서와 PD-RR Tes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모델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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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장 SG빼판용 ECT검사 경계요소해석 

기법개발 

저I 1 절 서론 

와전류탕상을 통하여 획득된 신호를 분석하여 결합의 종류 및 크기률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함에 따른 신호의 변화 풍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셔는 많은 결함에 대한 신호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치해석은 

이러한 파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컴퓨터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수치해석기법 또한 많은 발전이 있어서 수치해석을 이용한 컴 

퓨터 시율레이션은 많은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와전류탐상분야에도 

많은 적용이 되고 있다. 

수치해석기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계요소 

법 및 유한요소법이 었다 경계요소법은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의 경계만을 

모델링하여 계산하며， 유한요소법은 해석하고자 하는 모든 영역을 요소망으 

로 모델령하여야 한다. 경계요소법은 유한요소법에 비하여 1차원 낮은 모델 

링(영역내부는 요소분할을 하지 않고 경계만을 요소분할)을 하기 때문에 미 

지수의 감소， 필요 메모리양의 감소 빛 계산시칸의 단축이라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어렵고， 특이적분(singular integra])과 같은 수 

치적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접근을 하지 않았었다. 유한요소법 

은 전체를 모벨링하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 둥에서 경계요소법에 비하여 

불리하지만， 수학적으로 쉽고， 컴퓨터프로그래밍이 용이하기 때문에 컴퓨터 

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올 가진 경계요소법 및 유한요소법올 

이용하여 3차원 결함에 대한 와전류탐상의 수치해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와전류탐상에 적합한 전자 

장 지배방정식 (goveming equation)을 유도하였다. 모든 전자기 현상을 기 

술할 수 있는 맥스웰방정식 (Maxwell ’ s equation)으로부터 SG세관용 와전 

류탐상검사에 적합한 전자장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이 지배방정식을 기 

반으로 각각의 방법에 따라 정식화를 진행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하 

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경계요소법에서는 퉁가표연전하밀도 및 퉁가표면전 

류밀도를 사용하여 미지수의 개수를 줄였으며， 유한요소법에서는 자기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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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 및 전기스칼라포텐셜올 사용하여 계산의 정확도를 높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전처리， 메인， 후처리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처리 과정은 

해석을 위한 자료의 입력올 쉽게 하기 위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컴퓨터 프 

로그햄의 업력자료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능한 한 원도우즈의 GUI (graphic 

user ìnterface)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전처리 과정은 PC 기반의 윈도 
우즈에서 하도록 하였다. 메인 부분은 정식화과정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고， 계산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LINUX 기반의 계산용 서버에서 수행하였다 대형행렬계산 및 많은 

미지수로 인한 자료입출력 속도 및 필요기억용량감소를 위하여 이진형식 

(bìn없γ format)의 자료구조를 사용하였다. 메인 부분의 결과는 LINUX와 

윈도우즈사이의 파일전송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쉽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기 

본 결과를 위한 후처리계산은 리녹스에서 수행하였으며， 계산결과의 화면 

그래픽처리는 원도우즈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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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3차원 간접경계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 

2-1 칸접경계요소법의 기본 원리 

공간상에 분포하는 전자기장은 물질상수가 다른 두 매질의 경계에서 접션 

성분 (tangential component) 및 법선성분 (nonnal component)의 연속과 불 

연속올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벡터장(vector field)의 연속 및 불연속은 매 

질의 표면에 표면전하(surface charge) t..j- 표변전류(s따face current)가 분포 

할 때 나타나는 전자기 현상 중의 하나이다. 간접경계요소법의 기본원라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전자기장이 물질상수가 다른 매질의 도입으로 인해 매질 

의 경계변에서 경험하게 되는 전자기장의 연속 및 불연속이 되는 양올 매질 

의 경계면 상에 분포하는 퉁가의 표연전하 및 표변전유애 의해 구현하는 데 

있다. 이는 물질상수가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성립하는 자기장 또는 전기장 

의 경계조건을 둥가의 표연전하 및 표면전류률 사용하여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질상수가 다른 매질의 도입으로 인한 공간상의 전자기 

장의 분포변화를 주어진 전자기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올 만족하는 기본 그린 

함수와 경계면에 분포하는 퉁가의 표면전하 및 표면전류의 적절한 벡터연산 

에 의해 구한다 

본 장에서는 간접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시스램의 자기장 해석을 통하여 전 

자기 시스템에 대한 특성해석을 수행하므로 이에 필요한 그린함수(Green 

function) 및 퉁가자기표연원(equivalent magnetic surface source) 동의 기 

본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그린함수[T6]는 일종의 적분 연산자(integral operator)로셔 공간상의 원 

(source)의 분포와 정계조건틀(boundary conditions)이 주어진 시스템의 해 

가 되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연， 그린함수 G( Tol T.)는 공간상의 

T，에 위치하는 단위원(unit source)에 의해 관찰점 (object point) T，。 에서의 

장(field)에 미치는 영향올 표시한다. 결과적으로 r。 에서의 장은 원이 분포 

하는 전 영역에 걸쳐 공간상의 각각의 위치에서 원(source)의 양(quantity) 

과 그에 대한 그린함수의 적 (product)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벡터장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그린함수는 dyadic 함수인 G 의 각 성분이 동일한 

스칼라 함수로 표현되고 이에 대한 벡터 연산의 결과도 각각 통일한 성분올 

갖게 되므로 앞으로는 벡터 연산에 dyadic 함수인 G 대신 스칼라 형식의 

그린함수 G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린함수 G는 식 (2-1)의 교환볍칙 (reciprocity relationship)올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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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 

G(r.lr,) = G(r.lr.) (2-1) 

식 (2-1)은 그린함수 G가 두 점 r. 와 ro 사이의 상대 거리에 대한 함수 
임을 나타낸다. 또한 자기준정적시스템 (magneto quasi-static system)을 기 
술하는 데 사용되는 그린함수는 다음과 같은 거리에 대한 극한조건을 충족 
한다. 

IimG(r.lr,)= .~. IimG(r.lr,)=0 • 0 ’ 4 :n:r •· ’ (2-2) 

여기서 r = Iro- r.1 이다. 
식 (2-1)과 식 (2-2)를 만족하고 3차원 공칸상에 분포하는 전자기장올 기 
술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그린함수들을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시스템이 정자장 (magneto-static field)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기 
술하는 데 사용되는 그린함수(Green function)는 포아슨방정식 (Poisson’s 
equation) 형 태의 미분방정식인 식 (2-3)올 만족해야 한다. 

V'G=-o(r.-r‘) (2-3) 

여기서 δ는 dyadic delta 합수를 의미한다.3차원 공간에서 식 (2-3)을 만 
족하는 기본 그린함수 Gþ는 

1 
G.=-. -

p 4πr (2-4) 

이다. 또한 주어진 시스탬이 운통하는 매질이 없는 교류자장 문제일 때 자 
기확산현상을 기술하는 확산방정식은 식 (2-5)와 같다 

V'G- k' G = -o(r.-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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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l = jωμ。 이고 ω 는 각주파수(angular frequency)를 나타낸다. 

식 (2-5)에 대한 기본 그린함수 Gd 는 다음과 같다. 

Gd = exp[-kr) 
• 4πr (~ID 

여기서 k = t + j용이고 δ = !잖이다 
일반적으로 자성체를 포함한 전자기 시스랩에 대한 해석은 외부 자장에 

의해 유기되는 자성체 내외 자화(magne디zation)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탬 내 

의 자기장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자극(magnetic pole) 및 자화전류 

(magnetization current)의 개념올 도입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간접경 

계요소법에서 자기장 해석시 도입되는 퉁가자기표면전하(equivalent 

magnetic surface charge)와 동가자가표면전류(equivalent magnetic surface 

current)는 기존의 자성체 해석에 사용되는 자극이나 자화전류의 개념과는 

다르다. 자극이나 자화전류는 자성체 내부 및 외부에서 시스템의 지배방정 

식이 같은 조건에서 자생물질의 자화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둥가자기표면원 

(equivalent magnetic surface source)들은 이 런 조건과 무관하게 물질상수 

가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자기장의 경계조건들올 만족시키도록 분포하는 가 

상의 물리량이다. 장 이론(field theory)에서는 이러한 둥가자기표면원들의 

분포를 단충분포(single layer distribution)와 이충분포(double layer 

distribution)로 분류하기도 한다[1 ，21. 또한 간접경계요소법에서는 장(field)의 

유일해 (unique solution)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상 퉁가자기표면전하와 퉁가 

자기표연전류를 쌍으로 사용하여 자기장 해석을 수행한다. 

둥가자기표면원에 의한 자기장 해석의 원리는 그림 2-2-1과 같은 간단한 

구조의 전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하기로 한다. 자기투자율 (magnetic 

permeabi1ity) μ 와 전기전도율 (electric conductivity) (1률 갖는 매질의 경 

계면 ε에 의해 자유공간이 매질 내부영역 (+)와 외부영역 (-)로 분리되고 

여기에 외부자계 H-;;가 인가되고 있다. 간접경계요소법에서는 인가자계와 

매질 내부에 유기되는 자화 및 와전류(eddy current)에 기인한 자계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자계 w를 경계면 ￡에 분포하는 둥가자기표면전류멸도 K. 

과 매질 내부의 전자장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린함수 G+를 사용하여 다 

옴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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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VXJ:J: KmG+ds 

z 

region + 

μ G' 

+ H 

(2-7) 

~H 

H 

μ。

reglon -

(그립 2-2-1 퉁가자기표면원과 전자기 시스댐) 

또한， 매질 외부의 자유공간에서 자계세기 H-는 인가자계 Ir.와 매질 내 

부의 자화 및 와전류에 의해 자유공간에 발생되는 자계 H;의 합으로 간주 

하고 자계 Ir.를 자유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면 z 의 분포하는 퉁가자 
기표면전하밀도 Gm과 자계를 기술하는 그린함수 G-에 의하여 

H; = -VJ:J:O'mG-ds 
(2-8) 

로 정의한다. 위의 정의에 따라 퉁가자기표면원을 사용하여 주어진 전자기 
시스템의 자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질의 경계면 상의 모든 점에서 자기 
장의 연속조건 

n x (H+ - H- ) = 0, n . (8’ -8-) = 0 on 1: (2-9) 

을 만족하는 K .. 과 % 의 분포를 구하면 된다. 이는 외부자계 HJ의 분 
포 변화를 야기하는 자유공간에서의 매질의 도업을 경계면 Z 에서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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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속조건을 만족시키는 퉁가자기표면원들의 분포로 대치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식 (2-7)과 식 (2-8)에서와 같이 퉁가자기표면원들에 의해 표현되는 

자계세기 H+ 와 Ir. 는 경계변에서 각각 자계의 접선성분 및 법선성분의 

불연속을 경험하게 된다. 

2-2 와전류문제의 간접경계요소 방정식 

일반적으로 도전성 매질을 포함한 전자기 시스댐에서는 시스댐 내의 자계 

의 변화에 대하여 전자유도법칙에 의해 매질 내부에 와전류가 유기된다. 매 

질에 유기된 와전류는 외부 자계의 변화에 따른 매질 내부의 자계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시스댐의 자계 분포가 왜곡된다. 이러한 전자기 

적 현상을 자기확산현상이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자기확산문제를 연 

속체역학의 관점에서 간접경계요소법에 의거하여 경계적분방정식을 유도하 

였다. 간접경계적분방정식은 물질상수가 다른 두 매질의 경계에서 주어진 

전자기 시스댐이 만족해야 하는 경계조건을 경계면 상에 분포하는 가상의 

물리 량인 둥가자기표면전하밀도 0"" 등가자기표면전류밀도 K ,. 및 그련함 

수를 사용하여 적분형태로 표현된 식이다. 

먼저 교류자계확산문제의 전자장 지배방정식올 구하겠다. 그림 2-2-2와 

같이 일정한 전기도전율 (electric conductivity) 0 , 자기투자율 (magnetic 

penneability )μ 를 갖는 퉁방성 (isotropic) 도체가 었다. Q+ 는 도체내부영 

역올 나타내고 Q- 및 Qa 는 각각 자유공간과 전류밀도 J( r , t)을 갖는 전 

류원 영역을 표현한다. 그리고 2 는 공기와 도체사이의 경계연을 나타낸다. 

전류영역 Qa 에 교류전류 J( r , t)가 흐르고 있다. 주어진 시스웹은 자기준정 

적시스템 (magneto quasi-static system)으로 변위전류( displacement 

current) 를 무시하고， 모든 물리량은 시간에 대해 정현적 변화를 한다는 가 

정을 전제로 도체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전자장 지배방정식을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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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갈싫 

가니 y 
μ。 0-

v/ 
(그림 2-2-2. 전자기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 

a) 도체 외부 

VxH- = J ín Qa 

V xH- = 0 in Q-

V x E- = - jwμ。 H-

V .8- = 0 

V.E- = 0 

b) 도체 내부 

VxH+ = O' E+ 

aH+ 
VXE+=-μ--at 
=-]ωμH+ 

V.8+ = 0 

‘7.E+ = 0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식 (2-16)이 외부에서 인가되는 교류자계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의하여 

도체 내부에 유기되는 변압기기전력 (transfonner emf)을 표현하는 항으로， 

도체 내에 유기되는 와전류를 표현하고 있다. 위의 전자장 지배방정식을 도 

- 15 -



체 내부 및 외부에서 자계세기에 대한 경계치문제 (boundarγ value problem)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H+- k' H+ = O.V'H+=O in .Q+ (2-19) 

VxH-=OorJ. V.H-=O in .Q-..Q" (2-20) 

nx(H+-H-)=O. n.(μH+ -μ。H-)=O on I: (2-21) 

식 (2-19)의 2계 편미분방정식올 확산방정식 (diffusion 어uation)이라 한다. 

이 방정식을 와전류 문제에 대한 전자기 지배방정식으로 주어진 경계조건에 

대하여 해석영역을 모웰링하여 수치계산올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 

리적인 결과들을 얻게 된다. 이 교류자계확산문제의 정계적분방정식을 구하 

자. 

도체 외부영역에서의 자계세기를 나타내는 H- 는 외부자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자계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H-=H;+H; (2-22) 

식 (2-22)에서 11. 는 도체 외부의 직류 전류원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계 

이고， H; 는 도체내부에 유기되는 와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이다. 도체 

외부에 분포하는 자계 lÇ 는 비회전성 자계(irrotational field)이므로 자기 

스칼라 포텐셜(magnetic scalar potenti머) φ，에 의 해 기 술되 고， 자계 lÇ 

는 비오-사바르 법칙(Bio-Savart law)으로부터 구한다. 

11;= -Vtþm (2-23) 

1 r J(r,)xr 
H;(r.) = -:=- L. - '-", - d-r 

4π …“ rι (2-24) 

면미분형태의 경계치문제를 간접경계적분방정식으로 정식화하기 위하여 

도체의 표변에 분포하는 가상의 물리량인 퉁가자기표면전류밀도 K .. 과 퉁 

가자기표면전하밀도 (J .. 을 도입하여 도체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자계세기 

H+ 와 11. 를 각각 표현하면 

- 16 -



H+(ro) = V X[kKmG+(rolr,)d!'] 

H;(ro) = -V rf:E CTmG- (rol r.) ds] 

(2-25) 

(2-26) 

와 같다. 도체 내부의 자계세기를 표현한 식 (2-25)에서 그린함수 c+ 는 
단위 원 (unit source)이 도체 내부의 임의의 점 η 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편미분방정식을 만족해야 한다. 

v'a‘ -k'a’ =-6(r.-r,) 
(2-27) 

3차원 공간에 서 식 (2-27)을 만족하는 기 본해 (fundamental solution)는 

G’=쩍막l 
4πr 

이다. 

교류자계확산문제에 대한 간접경계적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iA(ro)+뱀Km(r‘)xV G+ (rolr.)]ds 

-J:E CTm(r.)[nxVG-(rolr，)]따 =-얘nxHκ;(야rι찌 0) ) 

io%m(“r맘 L상CTm써(rι‘，)[n.VGσ-τ(써rι。01 r ,)] 

+ :. kniKm(r.)xv G+ (rolr.)]d!'= -n. H; (ro) 
「。

2-3 간접경계요소방정식과 특이적분 

(2-29) 

(2-30) 

(2-28) 

간접경계적분방정식의 미지수인 퉁가자기표면전류밀도 K .. 과 퉁가자기표 
면전하밀도 % 에 대한 경계면에서의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경계적분방정 
식을 삼각형요소 또는 사각형 요소를 사용하여 경 계요소방정식 (boundarγ 
element equation)으로 이 산화(discretization)한다 간접 경 계 적 분방정 식 의 이 
산화에는 유한요소볍이나 직접경계요소법에서 사용하는 일차요소O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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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또는 이차요소(quadratic element) 대신 일정요소(constant 

element)를 사용한다. 간접경계요소법에서 일정요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둥 

가자기표면전류밀도 K,. 이 항상 매질의 경계면율 따라 흐르므로 이런 표 

면전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최소차 경계요소방정식(jntegral element 

equation of minimurn order)올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계확산문제를 경계요소법에 의해 정식화한 경계적분방정식은 한 개의 

빽터식 (2-29)와 한 개의 스칼라식 (2-3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계 

적분방정식은 매질의 경계변에서 동가자기표연전류 및 전하의 분포률 구하 

기 위해 삼각형 일정요소를 사용하여 이산화한다. 일정요소에서는 미지수인 

둥가자기표면전류 및 퉁가자기표면전하가 일정한 상수 값올 갖고 요소 내부 

에 분포한다고 간주된다. 

퉁가자기표면전류밀도 K ,. 은 항상 경계연을 따라 분포하는 전류이다. 그 

러므로 둥가자기표연전류는 각 경계요소에서 볍션성분울 갖지 않고 항상 경 

계요소 변에 위치하는 빽터가 된다. 이런 표면전류의 특성을 이용하면 퉁가 

자기표면전류는 3차원 공간상의 각 경계요소에서 두 개의 기준빽터 (basis 

vector)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각형요소의 업의의 두 변 

을 기준빽터를 설정하였다. 그림 2-2-3은 i번째 경계요소에서 국부화표계 

Oocal coordinate system)와 기준벡터를 보여준다. 

i번째 경계요소에서 기준벡터 U j, Vi 는 고정좌표계에 대하여 다음 관계 

식에 의하여 정의된다. 

ax aV aZ 
= "1" i+ ':};.. j+~→k aç ,' . aç, ~ . aç, 

ax av az 
= -:::-;- i + ~二"-j+ ，;kaç2' . aç/ . aç2 (2-31) 

식 (2-31)에서 정의된 기준벡터를 사용하여 i번째 경계요소에서 퉁가자기 

표면전류밀도 K，.i를 표현하면 

Kmi = K muÎ Ui + Kmvi Vj (2-32) 

와 같다. 여기서 K mui 와 Kmvi는 각각 i번째 요소에서 퉁가자기표면전류의 

기준벡터 U; 와 V; 방향의 성분을 의미한다. 

식 (2-32)를 운동하는 매질올 포함한 직류자계 문채률 간접경계요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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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식화한 경계적분방정식， 식 (2-29)와 식 (2-30)에 대입하연 i번째 경 

계요소에 대하여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최소차의 

경계요소방정식이 유도된다. 

z 

k 

1 X 

(그림 2-2-3. 국부좌표계와 기준빽터) 

1 야 

:- K..,; + :-Km.i [Ui . Vi] + L Kmui [Ui . Aii] 2 2 ...... j=1 

+침Kmη[Ul Blj]-§%[Ui Cj]=-ul IIllXHJ] (2-33) 

1 1 !!: 
:- K...; +:-Km.i[Vi .Ui] + LK~i [Vi. A ii] 2 2 j=1 

+흩K쩌 [vi.B팩O"mj [Vi. C;;] = - V.-[빼 

I μ~ __ Jl ~ 
-om +-ZKm」jIIli ·a”]+-ZK뼈 [oi.bij] 
2 μ。 ]=1 μ。 j=l

폈
 

。‘ ( -H J ” -] ” f n I 
찌
 

o 
m 3 ‘ 
센
 

여기서， 

8ij = f!: O!' [Uj X V Gij] d Sj , A ij = Di X 8ij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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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fE，μE'심，[VjxVG떠ij]ds피j' Bijν~=개= 

cι되;j= f
E
, VG‘ds이jμCj=각DjXCι되 ij j 

(2-37) 

(2-38) 

이고 ne는 경계변을 분할한 요소의 총합을 나타낸다. 식 (2-36)과 식 

(2-37)의 적분기호 안의 그린함수 Gt는 ]번째 경계요소에 분포하는 퉁가자 

기표연전류 K..; 에 의하여 i번째 경계요소 내의 자계세기에 미치는 영향올 

나타낸다. 

경계연 상의 전체 경계요소들에 대한 경계요소방정식들을 조립하여 행렬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시스댐 행렬식을 얻을 수 있다. 

[G] [X] = [F] (2-39) 

식 (2-39)에서 3nx3n의 [ Gl 는 경계요소방정식에 대한 시스템의 계수행 

렬로서 다음과 같다. 

u ,"AII u ,"BII 

v ,"AII V," BII 

D1'all ß ," bll 

[G]= 

Un'Anl Un ' B n1 

Vn .Ant Vn " 휠n' 

Dn 'anl Dn' bn1 

U,"CII 

V,"CII 

Dl' Cn 

U n .Cn1 

V n " Cn, 
Dn'Cnl 

u ,"A'n u ,"B'n U,"C'n 

Vt'A1n Vt'B1n V1.C1n 

D]' aln D1' b1n Dl' Cln 

un"Ann un"B.., un" c.. 
Vn " Ann Vn " Bnn Vn " C nn I (2-40) 

Dn • a nn Dn . bnn Dn • Cnn 

또한 3n x l 의 상태변수에 대한 행렬 [ xl 와 구동항에 해당하는 행렬 [ Fl 
는 각각 식 (2-41), 식 (2-42)와 같이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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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mv1 

I1mt 

[X]= 

Kmun 

K""" (2-41) 
I1mn 

-Ut.(Ut xH;) 
-Vt.(UtxH;) 

-Ut.H; 

[F]= 

-U •. (u.x H;) 
- v •. (u.xH;) (2-42) 

-oo"H; 

2-4 특이적분 
일반적으로 경계요소방정식은 특이적분(singular integral)을 포함하고 있 
다 경계요소법에서는 이 특이적분을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 해석의 정확도 
가 정해지게 된다.3차원 정자장이나 교류자장 문제의 해석시 사용되는 l/r 
이나 exp(-kr)/r 형태의 그린합수에 대한 특이적분은 기존의 문헌이나 논 
문들을 통해 많이 다루어지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30-39]. 
본 절에서는 운동하는 도체 내부의 자계세기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그 
린함수 c+ 를 포함하고 있는 식 (2-36)과 식 (2-37)에 대한 특이적분만을 
다룬다. 식 (2-36)과 식 (2-37)에서 Aii 와 B ‘ 의 특이척분의 결과는 a‘ 
와 b;; 가 i번째 경계요소의 법선뼈터인 nj 와 항상 평행한 벡터이므로 0이 
된다 그러므로 aii 와 bjj에 관련한 특이적분올 그린함수에 대하여만 살펴 
보변 된다. 

그린함수의 미분은 eηr" 형태를 가지며， 이런 형태의 함수에 대한 삼각형 
요소에서의 면적적분은 피적분 함수의 분모 r ’ 의 차수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 극좌표계 (p이따 coordinate)에서 수행된다. 그림 2-2-4는 삼각형요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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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적분 합수의 면적적분을 위하여 재분할한 i번째 경계요소와 k번째 

부요소에서의 극좌표계를 표시하였다. 그립 2-2-4에서 X; 는 i번째 삼각형 

요소의 무게중심에 위치한 특이점을 나타내고 a와 b는 부요소에서 두 변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림 2-2-4의 k번째 부요소에서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X = (XId - Xi);, + (X", - Xi);2 

Y = (YId -Yi)ζ +(Y"'-Y);2 

Z = (ZId - Zi);, + (Z'" - Zi);2 

여기서 

(2-43) 

;, = p(8~sin(81-~) • ;2 = ?(8~sin(~~ ζ= ,- ,- ,,----,- J p(fJ) = UK 

asin(π-8，) ‘ bsin(π-8，)' .'~. sin(8,+8) (2-44) 

이다 

X2 

X, 
kth sub-element 

Xkr 

(a) i-th element (b) polar coordinate in the sub-element 

(그립 2• 2-4. 재분할된 경계요소와 극화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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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 ， 2 ， 3언 경우에 대하여 면적적분을 극좌표계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J.쓴ds= 뿜I얹 e-'"뼈+IJP dpd(} 

fe쓸찌's=맴IX$ (a+β맘( 

L웰= -RlF(@+a)L숨Lψd(} 

여기서 

in((},-(}) n.n, X2 sin((}) a((}) n , , β((}) ,::_' ~， asin(π_(}，)' r'-' bsin(π - (},) 

(2-45) 

(2-46) 

(2-47) 

(2-48) 

이다. 식 (2-45), 식 (2-46)과 식 (2-47)올 적훈변수 p 에 대하여 하한 
P .... 에서 상한 P- 까지 적분공식을 이용하여 적분한다. 

L월=-J~'識|렘d(} 

L월=-Rl(Q+β짧;Pl않d() 

L했=-C'(a+β)E，폐굶d(} 

(2-49) 

(2-50) 

(2-51) 

여기서 1J((}) = ci7 [(a((}) + β((}))+lj 이다. 식 (2-51)에서 El 은 Eu)er 1차 다항 
식(E비er po)ynomia)s of the first order)올 의미하고 이에 대한 표현식 [4이 
은 

:;(-l)"c' 
EI(c) = -y -lnc - E;갇 (2-52) 

여기서 7 는 Eu)er 상수를 나타낸다. 식 (2-49), 식 (2-50)과 식 (2-5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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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변수 8에 대해 가우스 적분(Gaussian integra1)을 적용하여 k번째 부요 

소에서 변적적분을 구한다. 1번째 경계요소 내의 분할된 각각의 부요소들에 

셔 위와 같은 면적적분을 수행하여 i번째 요소에 대한 특이적분 값올 구한 

다. 

2-5 자계세기 및 와전류 계산 
식 (2-40) , 식 (2-41)과 식 (2-42)에서 표현한 간접경계요소방정식의 시스 

템 행렬식을 풀면 각 경계요소에서 미지수인 K.“’ K"", 및 <1m 의 값올 얻 

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매질의 경계변에 분포하는 가상의 물리량인 퉁가 

자기표연원들로부터 공간상에 분포하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양， 즉 자계세기， 

자기빽터포텐셜， 도체 내부에서의 와전류 분포 및 도체와 전류원 사이에 작 

용하는 전자력 둥을 구한다. 

도체 내부 및 외부에서 자계세기 H- 와 H+는 식 (2-22) , 식 (2-25)와 

식 (2-26)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 (r.) = H;(r.)-fl: C1m V G-(r.1 r，)짜 

= H;(r.) - L C1.,. L Wj V G-(r.1 r,j) 
i=l r-1 ’ 

(2-53) 

H+(r.) = -fl: Km X V G+(바 

=-훌(K뻐Ul+ KIIlliV” EWj?G+(r。| rgj (2-54) 

여기서 n은 각 경계요소에서 Gauss 적분정의 개수를 의미하고 씨 는 가 

중치 (weighting value)를 나타낸다. 도체 내부에서 자계셰기를 표현한 식 

(2-54)에서 그련함수 c+ 는 매질내부에서의 그린함수이다. 
도체의 경계변에 분포하는 자계세기 H g 는 퉁가자기표면전하에 의하여 

표현된 자계 H; 의 법선성분과 퉁가자기표면전류에 의한 자계 H+ 의 접 

션성분이 각각 경계면에서 불연속올 경험하게 되므로 식 (2-53)이나 식 

(2-54)의 한 개의 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계 Hg 는 경계면 

에서 자계 H; 의 접선성분과 w의 법선생분이 연속이 된다는 성질을 이 

용하여 두 자계세기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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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 = (n x H-(ro) )xn + (n. H+ (ro)). n (2-55) 

도체 내부와 표면에 분포하는 와전류는 자기벡터포벤셜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퉁가자기표면전류밀도와 자기벡터포텐셜 사이의 관계식은 식 

(2-25)로부터 아래 식 과 같이 주어 진다. 

A+(ro)=-μf1: Km G+ (rol r.)따 

= 팩(KmlUI + KmuVi) xEWjG+야。 I r'j) (2-56) 

식 (2-56)에서 볼 수 있듯이 벡터포탠셜 A+ 는 도체의 표연 및 내부의 

모든 점에서 연속함수이다. 이는 매질의 경계면에서 A+의 볍선 및 접션성 

분은 표면전류밀도 총올 통과해도 항상 연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도체 내부와 표변에 분포하는 와전류에 대한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dA' 
J.<ι) =-0"고「 =-lomA (r。) (2-57) 

2-6 사례연구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와전류탑상 수치해석올 수행하였다. 해석대상은 원 

자력발전소 SG세관으로 사용하는 Inconel600이며， 원주방향으로 360。및 9 

o。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와전류탐상신호를 계산하였다. 해석대상에 

대한 사양은 표 2-2-1 및 그림 2-2-5에 나타내었다. 그립 2-2-6 및 그림 

2-2-7은 각각 원주방향으로 360。결함(축대칭결함) 및 90。결함이 있는 경 

우에 대한 경계요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축대칭 결함에 대하여 철점， 요소， 

미지수 및 행렬내의 영이 아닌 부분은 각각 720, 840, 2160 및 4659660 개 

다.90。결함의 경우 절점， 요소， 미지수 및 행렬내의 영이 아닌 부분은 각 

각 2200, 2짧4， 6600, 38571953 개 다 

사용된 요소망은 사각형 요소망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사각 

형 및 삼각형 요소망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해 

석모텔의 기하학적 대청성을 이용하여 축대칭결함모텔의 경우 1/4모델로 모 

댈령되었다 또한， 90도 결함모델의 경우 결함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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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므로 1/2모텔로 모탤링되었다.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행렬식을 조립 

하게 되면， 비대칭의 특성을 가지면서 행렬이 팍 차게 된다 유한요소법은 

대칭이면서 성긴(sparse) 행렬이 된다. 행렬이 꽉 차기 때문에 행렬계산방법 

은 직접법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방법은 LU 분해법을 사용하였다. 와전류탑 

상의 특성상 푸르브와 도체사이에는 어떠한 몰리적 접촉이 존재하지 않으 

며 1 경계요소법의 특성상 최외곽경계에서의 경계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푸르브가 이동을 하더라도 경계요소법의 시스햄행렬은 변화가 

없게 된다. 푸르브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부분은 구동항뿐이다. 따라서， 

푸르브가 웅직이더라도 한 위치에서 시스램행렬올 LU 분해를 해 놓으면 다 

른 위치에서의 행렬의 해법은 쉽게 수행된다. 즉， 푸르브가 움직이더라도 단 

한번의 LU 분해만이 필요하므로 전체척인 계산시간은 아주 많이 절약되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법용 상용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 푸르브가 웅직 

일 때마다 매번 시스댐행렬을 풀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와전류탐상 전용 프로그랩올 개발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립 2-2-8 에서는 원주방향으로 360。결함에 대하여 결합의 중심으로부 
터 코일이 6.08[mm] 및 12.92[m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청우외 퉁가자기표 
면전하밀도(equivaJent magnetic surface charge density)의 분포롤 보여주 

고 았다. 코일을 중심으로 좌우 대청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결함 부근에 

서 화우대칭의 형태가 깨져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만일 결함이 존재하 

지 않는 다면 둥가자기표면전하밀도의 분포는 대칭올 이룰 것이다. 즉， 퉁가 

자기표면전하밀도로부터 결합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림 2-2-9에서는 원주방향으로 90。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결합 

의 중심으로부터 코일이 6.08[mm] 및 12.92[m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경우 
의 퉁가자기표면전하밀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코일의 위치는 도체의 외부에 위치하므로 코일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경우 

둥가자기표면전하밀도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코일에서의 임피던스는 다음 

의 수식으로부터 계산한다. 

EMF = -NJ.빡 = -jω>Npo 11r. . dS dt ,_. 'rv ./; (2-58) 

z= 꽉F = 
s 
-

,a 
-

: --H 
-

‘,,‘
s-rj 

0 

-
μ
 -빼

 
-?

「
- (2-59) 

여기서 N은 코일의 권회수이며 ø는 코일올 쇄교하는 자속이다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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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의 세기로 식 (2-53)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은 구통전류원 및 
퉁가자기표면전하밀도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2-2-10 및 그림 2-2-11에서는 각각 원주방향으로 360。결함 및 9 

。。결함을 가진 모텔에 대한 와천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식 (2-59)를 이용하여 퉁가자기표면전하밀도로부터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그림 2-2-12에 나타내었다. 원주방향으로 360。결함을 가진 경우와 원주방 
향으로 90。결함올 가진 경우의 임피던스궤적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임피던스 궤적 정보로부터 결함의 종류 및 크기 풍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경계요소법의 장점은 유한요소법에 비교하여 형상의 모텔랭 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 즉， 실제 결함에 가까운 모텔을 
모텔링하는 경우 유한요소법으로는 어려운 작업도 경계요소법에서는 가능하 
다는 것이다. 특히， 푸르브가 보빈푸르브가 아닌 +-Point 푸르프 같은 형태 
일 경우는 경계요소법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전처리 및 후처리는 원도우즈 하에서 GUI (graphic user interface)상에서 
수행되도록 하였다. 메인 프로그햄은 경계요소해석올 실제 행하는 부분으로 
계산량 및 메모리 요구량이 아주 많은 곳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윈도우즈 
및 L1NUX 계산용 server 하에서 모두 수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랩올 구성 
하였다. 따라서， 계산량이 적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또는 L1NUX 시스템에서， 
계산량이 많은 경우에는 L1NUX 시스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메 
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만큼 출력자료의 량 또한 크다. 따라서， 자료의 용량 
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프로그랩에서는 Binary Data 
Format올 사용하여 자료의 량올 1/4이하로 감소시켰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에서 차지하는 용량을 저감시켰올 뿐만 아니라 자료의 액엽 (backup) 또한 
CD-ROM 한 장애 틀어갈 수 있도록 하여 쉽게 백업올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L1NUX 환경 하에서 자료는 윈도우즈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Samba를 이용하였다. Samba는 network를 이용한 file system의 하 
나로. L1NUX 하드디스크와 윈도우즈 하드디스크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ftp 프로그햄을 이용하지 않고도 LINUX 상의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윈도우즈 상에서 쉽게 수정， 복사 둥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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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해석대상의 사양) 

항목 값 i>J- * 값 

파이프재질 Inconel600 주파수 100 [따Iz] 

파이프 도전율 l.lxl06 [S/m] 푸르브 Bobbin 암'Obe 

파이프외경 19.05 [mm] 코일 외경 15.45 [mm] 

파이프 내경 16.47 [mm] 코일 내경 12.45 [mm] 

파이프두께 l.29 [mm] 코일 두께 l.50 [mm] 

결함폭 O잃 [mm] 코일 폭 l.밍 바un] 

결함 깊이 0.47 [mm] 코일 간격 l.50 [mm] 

(표 2-2-2 계산 환경) 

축대청 결함 90。 결함 

요소수 720 2,220 

절접수 840 2，잃4 

미지수 2,160 6，αm 

Nonzero 수 4,659,660 38,571,953 

행렬조립시간 11 min. 55 min. 

행렬계산시간 25 min. 687 min. 

임피던스계산시간 5 min./step 13 min./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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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ing Bobbin Probe 

_ .-쉰빼-꽉 
l l 

7 

INmNELθX 

Axi-s)'Iπretric OD 잉α 

(그림 2- 2- 5. 해석 예제) 

(그림 2- 2-6 축대칭결함의 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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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7. 90。결함의 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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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앙O~Hlon 

Crack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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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 ]0 축대칭결함에서 와전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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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90。결함에서 와전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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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symmetric crack 
-+- 90-degree circular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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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90。결함 모텔에 대한 임피던스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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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3차원 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 

본 절에서는 다른 수치해석방법들에 비하여 해석영역의 분할이 용이하고 

풀어야 할 행렬의 성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진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법은 해석하고자 하는 형상을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요소망을 

구성한 후 각 절점에 미지수를 할당하여 그 미지수를 수치해석법에 의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3-1 3차원 유한요소해석 정식화 

와전류문제의 해석올 위하여 전자기 현상을 기술하는 맥스웰방정식올 사 

용하였다. 이 방정식들에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가정과 경계조건을 고려하 

여 적용하면 그 문제를 해석 할 수 있게 된다. 맥스웰방정식 중에서 와전류 

탐상에 관련된 방정식들만 고르면 다음 식들로 구성된다. 

암페 어 의 법 칙 (ampere ’s law) 

vx감 =1+ jt (3-1) 

- 패러데이의 법칙 (faraday ’ s law) 

vx웅 -캘 (3-2) 

- 자장에 서 의 가우스 법 칙 (gauss ’ s law for magnetic field) 

v. B =0 

여기서， 사용된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장 : 전 장의 세 기 (electric field intensity) [V/m] 

감 . 자장의 세 기 (magnetic field intensity) [A/m] 

융 : 자속밀도(magnetic flux density) [ßb/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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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원전류밀도(current density) [A/m2] 

7;: 와전류밀도(eddy current density) [A/m2] 

위의 관계식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찌
 

•Jg 

= 

= 

•B 

→1
μ
 

(3-4) 

(3-5) 

와전류문제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올 사용되는 변수 및 매질 둥의 경 
계률 이용하여 구분하면 다음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eddy 
current 

no eddy 
current 

(그림 2-3-1. 와전류문제의 해석영역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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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구분된 해석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 및 매질 연속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영역 .Ql 도체로 구성되어있고 와전류가 흐르는 영역 

(3-6) vxH= Je 

?xE=-lii at (3-7) 

(3-8) 

(3-9) 
해
 
+E 

•B 

-O -
? 

•L 

영역 .Q2 와전류가 흐르는 영역올 제외한 영역 

(3-10) 

(3-11) 

v x강=1 
v. 용=0 

r B + r H ) 경계조건: 최외곽 경계 (r= 

(3-12) 

(3-13) 

rB 

rH 

경·깊=Oon 
•• 
Hxn=O on 

매질경계조건 : 도체와 공기영역 경계 

(3-14) 

(3-15) 

••-• 
B 1 

• η1 + B2 ' η2=0 

파x꾀+파x꾀=0 

여기서， 꾀， 과는 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향하는 단위 법션 벡터이며， 

강 와 효 사이에는 다음 식과 같은 상호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3-16) μH 용= 

이용하여 와전류가 흐르는 각 영역에 정의되는 교류자장 지배방정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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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1에서는 자기벡터포탠셜 (magnetic vector potential) 효와 전기스칼라 
포텐철 (electric scala potentiaD φ로 다시 정리하고， 와전류가 흐르지 않는 
영역 즉， 공기 및 전류원 영역 $22에서는 자기벡터포텐셜 겨만을 사용하여 
정리하게 되면 다음 식들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식 (3-8)을 이용하여 자기빽터포텐셜 ;킹를 정의하게 되면 다음 식 (3-17) 
과 같이 된다. 

효= vx경 (3-17) 

위 식올 (3-7)에 대입한 후 정리하면 식 (3-18)과 식 (3-19)와 같다. 

\7 X효 -옮( \7 X갱) 

효 =쩔-\7φ 

(3-18) 

(3-19) 

식 (3-6)에 식 (3-9), (3-16), (3-17), (3-19)를 대압하여 정리하면 다옴과 
같은 영역 $21에서의 지배 방정식이 완성된다. 

V?xX+0격표+ <1\7 φ o at (3-20) 

영역 $22에서도 영역 $21에서와 식 (3-11)을 이용하여 식 (3-17)같이 자기벡 
터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고 식 (3-10)에 식 (3-16)과 (3-17)를 대입하면 다 
음 식과 같은 영역 $22에서의 지배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γχ 11\7'껴=j (3-21) 

이 들 방정식들은 전류 연속 방정식 (\7 '1=0)올 만족시키고 있다. 경 
계조건 및 매질경계조건을 자기 벡터 포텐셜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 식 
들과 같다. 

경계조건 최외곽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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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 . vxA 0 on rB 

l/? xXx깅 = 0 on rH 

매질 경계 조건 on r l2 

• 一→ • ~ 

nl.vxAl+n2.vxA2= 0 
一→→ -•• 

1I1vxAlxnl+ 1I2vxA2Xn2 = 0 

(3-22) 

(3-23) 

(3-24) 

(3-25) 

위 식 (3-20), (3-21)에 갱의 유일성올 보장하는 식인 쿨롱 게이지 조건식 
v. A = 0를 대입하고， 각 영역 및 최외곽과 매질간의 경계조건을 만족하 
는 식으로 다시 구성하면 식 (3-26)부터 식 (3-36)에서와 같이 경계값 미분 

방정식의 해는 유일한 포텐셜을 가지며 식 (3-20)과 식 (3-21)의 미분방정 

식과 경계조건， 매질 경계조건올 만족시킨다. 

영역 .Q) : 

V x lIV' X효 - VvV 갱 +<1뽑 + <1Vφ = 0 (3-26) 

v.(- <1쩔-<1얘) = 0 (3-27) 

영역 .Q2 : 

V x lIV X겨 - VvV. 킹 = 7, 

경계 r B 

;;x웅 = 0 

IIV .겨 = 0 

경계 rH 

•• vvxAxn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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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3-29) 

(3-30) 

(3-31) 



경 .X = 0 

매질경계 r]2 

A] = A 2 

•• -•• 
11] V x A]χη] + 112 vxA 2X η 2 = 0 

• • 
11] V • A 1 - 112 V • A 2 = 0 

깅. (-σ쁨 - UVø) = 0 

(3-32) 

(3-33) 

(3-34) 

(3-35) 

(3-36) 

위 식들을 이용하여 경계값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치해석 방법중 
하나인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상술한 미분방정식의 수치 근사해를 구하고 
자 한다. 유한요소 방정식올 세우는 방법중 가중잔차법의 일종인 갤러킨 
(galerkin)법올 선택하여 식을 전개한다. 
유한요소 해석에서 수치 근사된 포탠셜들은 유한요소의 요소망에 기반올 
두고 정의된다. 즉， 구하고자 하는 포텐셜 값들은 이들 요소망의 각 절점에 
서 정의된 형상함수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근사화된다. 

끽 : ￥Ax;Nj굿+A껴，y+Ax;N;z 

ø:::::: 황씨l 

(3-37) 

(3-38) 

여기서 A.j , A yj , A킹 는 각 절정 j에서의 직교좌표 벡터포탠셜 성분들이 
며 øj 는 각 절점 j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올 나타낸다. 1끼 는 절접 j에서는 
1의 값올， 나머지 절정에서는 0을 가지는 형상함수이며 X , y , ε 는 각각 
직교좌표계의 단위 벡터들이다. 

경계조건 (3-29)와 (3-32)에 대용하는 절점의 해당 포텐셜 값들은 이미 알 
고 있는 값이 되어 구할 필요가 없게된다. 그러나 이것올 갤러킨 법으로 구 
성된 방정식들에 인가하기 위해서는 형상함수가 다음올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깅xF; = 0 

깊·퍼 = 0 

on rB 

on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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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형상함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쟁의한다. 

파 = N ;,;x + NiyY + N;.z (3.41) 

여기서 N;"" N iy , Niz 는 모두 Ni 와 통얼한 값올 가지며， 다만 방향성분 

만을 나타내려 한다. 즉， 빽터 방정식에서 세 가지의 방정식을 섞어서 정리 

한 후， 각각의 방정식을 분리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를 한 것이라 생각 

하면 된다. 

각 미분방정식들에 대하여 갤러킨법올 적용하여 방청식틀을 정리하고 페 

이저를 사용하여 자기빽터포탠쩔올 바꾸어서 청현적 정상상태 (steady state) 

해석을 수행하여 정리하고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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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3-43) 

(3-44) 

생성된 유한요소방정식을 모든 요소에 대하여 조립하게 되면 
식 (3-45)와 

같은 대형행렬식이 만돌어지게 되고， 이 대형행렬식율 계산함으
로써 모든 

절점에서의 포텐셜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영역 .Ql 에서는 자기벡터포탠셜과 

전기스칼라포탠셜올 구하게 되고， 영역 .Q2에서는 자기벡터포탠쩔만을 구하 

게 된다. 

[K] [X] = [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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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피던스 계산 
와전류탐상법에서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양은 탐상코일의 임피던스이 

며 이 엄피던스는 주어진 전류에 대하여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계산하 
므로서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해석 대상으로 사용한 프로브(probe)는 차 
동프로브(differentia1 probe)인 보빈프로브(bobbin probe)로서 일정한 간격올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코일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프로브이 
다. 그리고 차동코일에 인가된 전류에 의한 유기 기전력을 계산하여 각 코 
일에서 바라보는 염피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결함이 폰재하는 영 
역을 지날 경우 각각의 코일에서 계산한 임피던스에는 차이가 생기므로 이 
러한 임피던스의 차률 이용하여 결합신호로서 사용하게 된다 코일에서 인 
식하게 되는 임피던스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E-I = 

! 
싸
 
μ
 

•
l 

Q 

R 

fJ 

= 

= 

Z 

I 

(3-46) 

(3-47) 

E = -44 = -i dt J (3-48) 

전류는 주어진 전류밀도로부터 구하고 유기 기전력은 스토크정리를 이용 
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게 된다. 

ø = JB.dS = #A'dl (3-49) 

다음 식을 계산하게 되면 임피던스를 구하게 된다. 

Z= 
7파융- (3-50) 

와전류 탐상법에서 구하고자 하는 차통엄피던스는 식 (3-51)과 같이 표현 
된다. 

Zdiff= Zl - Z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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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연구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SG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상 수치해석올 수 
행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코드는 해석 대상얘 대한 요소망 구성이 쉬운 

육면체 요소망으로 요소분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해석대상은 원자 

력 발전소 SG 세관으로 널리 사용되는 INCONEL600이다. 푸로브는 차통푸 
로브이며， 축방향 결함 폭 변화와 탑상코일 피치 변화에 따른 와전류탐상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대상에 대한 사양온 표 2-3-1과 그림 2-3-2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축방향 결함 폭 변화에 따른 탕상신호 

는 100% 관홍결항의 탐상신호를 이용하여 교정되었다. 100% 관통결함은 

도체관 직경이 3/4 inch 이하인 경우 직경이 O.α>52 inch( 1.32mm)인 구명， 도 

체관 직경이 3/4 inch를 초과한 경우 직경이 0.0067 inch(1.70mm)언 구멍이 

다. 따라서， 해석대상의 외갱이 19.05mm이므로 직경이 0.0052 inch( 1.32mm)인 

100% 관통결함의 탑상신호를 이용하여 축방향 결함 폭 변화에 따른 탑상신 

호를 교정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원을 구현 할 수 없으므 

로 퉁가인 사각형 구명， 축방향으로 2.28mm, 원주방향으로 15도언 결함을 생 

성하여 수행하였다 

축방향 결함 폭 변화와 푸로브내 탐상코일의 간격이 1.52mm와 3.04mm인 2 

가지 경우에 대해 도체관 축방향 결함 폭을 변화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축방향 결함 폭 변화와 탕상코일의 간격 변화에 따른 탕상신호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결합의 갚이가 O.48mm, 폭은 O.38mm, 왼주방향 결함이 15도 

인 결함을 기준결함(reference defect)으로 선정하여 축방향으로 결함 폭을 

O.38mm의 배수로 증가시켜 축방향 결함 폭올 변화하였다. 사용된 주파수는 

100kHz이며 침투깊이는 관 두께 1.29mm보다 큰 1.518mm이기 때문에 도체관의 

축방향 외부결함에 대해서도 탑상신호를 얻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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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1 해석대상의 사양) 

Item Value Item Value 

PDlpie Outer 19.05[mm] CoilOuter 15 .45[mm] 
ameter 3/4[in.] Diameter 0.608[in.] 

PDlpiaem Inener 16.47[mm] Coillnner 12 .45[mm] 
ter 0.648[in.] Diameter 0.490[in .] 

Pipe Thickness 
1.29[mm] 

Coil Thickness 
1.52[mm] 

0.051 [in.] 0.060[in.] 

Crack Width 
0.38[mm] 

Coil Width 
1.52[mm] 

0.015[in.] 0.060[in.] 

Pipe Material INCONEL 600 Coil Distance 
1.52[mm] 
0.060[in .] 

Probe Type Bobbin Probe Frequency 1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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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variation ofaxial length (b) variation of probe pitch 

(그림 2-3-2 결합의 걸함 폭 변화 및 푸로브 피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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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탐상코일의 피치가 3.04mm인 경우의 탑상신호 
축방향 결함 폭 변화에 따른 탐상신호의 교정을 위해 칙경이 0.0052 

inch(l.32mm)인 100% 관통결함을 근사화한 사각형 관통결합인， 축방향으로 
2.28mm , 원주방향으로 15도인 결함을 생생하여 축방향 결함 폭 변화에 따른 
탐상신호를 교정하였다. 

그림 2-3-3은 탕상코일의 간격이 1.52mm인 경우 즉， 탐상코일의 피치가 
3.04mm인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올 통해 얻은 100% 관통결합의 탐상신호와 
와전류 탑상시 신호가 45도훌 이루도록 교정된 후의 탕상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탐상신호가 45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탐상신 
호를 반시계방향으로 37도률 회전시키면 된다. 
그림 2-3-4는 탐상코일의 피치가 3.04mm일 때，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축 
방향 결함에 대한 탐상신호와 위상을 반시계방향으로 37도 교정된 후의 탐 
상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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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gnal for corrected result with phase shift 
(그림 2-3-4. 축방향 결함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위상이 교정된 후의 탐상신호) 

그림 2-3-5와 그림 2-3-6에서는 축방향 외부 및 내부 결합 폭 변화에 대 
한 탐상신호의 위상을 반시계방향으로 37도 교정된 후의 탐상신호를 보여주 
고 있다. 탐상코일의 피치가 3_04mm는 기준결함(Reference Defect)의 8배가 
되는 크기이다. 그림 2-3-5와 그림 2-3-6에서 그림 (a)는 축방향 결함 폭이 
탐상 코일의 피치와 같은 경우， 즉 기준결합의 8배까지 증가시칸 경우에 대 
해 위상을 반시계방향으로 37도 교정된 후의 탐상신호를 나타내었다. 축방 
향 결함 폭이 증가함에 따라 위상의 변화는 없으며， 탐상신호의 크기만 축방 
향 결합 폭의 크기에 비례적으로 커짐을 보였다. 그림 2-3-5와 그림 2-3-6 
에서 그림 (b)는 축방향 결함 폭을 탑상코일 피치에서 탐상코얼 피치의 2배 
가 되는 경우 즉， 기준결함의 16배까지 증가시킨 경우에 대한 탕상신호를 나 
타내었다. 축방향 결함 폭이 중가함에 따라 탑상신호의 크기는 미약하며， 위 
상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립 2-3-5와 그림 
2-3-6에서 그림 (c)는 축방향 결함 폭올 탐상코일 피치의 2배에서 3배가 되 
는 겸우 즉， 기준결항의 24배까지 중가시킨 경우에 대한 탐상신호를 나타내 
었다. 축방향 결함 폭이 증가함에 따라 탕상신호 크기의 증가는 없으나， 위 
상이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신호의 폭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2-3-5와 그림 2-3-6에서 그림 (d)는 축방향 결함 폭올 탑상코일 피 
치의 3배에서 4배가 되는 경우， 즉 기준결함의 32배까지 중기시킨 경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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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증가함에 따라 탐상신호의 한 탐상신호률 나타내었다. 축방향 결함 폭이 

기 및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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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폭 2-3-5_ 축방향 외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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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폭 2-3-6. 축방향 내부 (그림 



3-3-2. 탐상코일의 피치가 4.56mm인 경우의 탕상신호 

축방향 결함 폭 변화에 따른 탕상신호의 교정을 위해 직경이 0.0052 

inch (1.32mm)인 100% 관통결함을 근사화한 사각형 관통결함인， 축방향으로 

2.28mm, 원주방향으로 15도인 결함을 생성하여 축방향 결함 폭 변화에 따른 

탐상신호를 교정하였다. 

그림 2-3-7는 탐상코일의 간격이 3.04mm인 경우 즉， 탐상코일의 피치가 

4.56mm인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100% 관통결함의 탐상신호와 

와전류 탐상시 신호가 45도률 이루도록 교정된 후의 탐상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탐상신호가 45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탐상신 

호를 반시계방향으로 43도를 회전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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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gnal for corrected result with phase shift 

(그림 2-3-7. 100% 관통결함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위상이 교정된 후의 
탐상신호) 

그림 2-3-8과 그림 2-3-9에서는 축방향 외부 및 내부 결함 폭 변화에 대 

한 탑상신호의 위상을 반시계방향으로 43도 교정된 후의 탐상신호를 보여주 

고 있다. 탐상코얼의 피치가 4.56mm는 기준결함(Reference Defect)의 12배가 

되는 크기이다. 

그림 2-3-8과 그림 2-3-9에서 그림 (a)는 축방향 결함 폭이 탑상 코일의 

피치와 같은 경우 즉， 기준결함의 12배까지 증가시킨 경우에 대해 위상을 

반시계방향으로 43도 교정된 후의 탐상신호를 나타내었다. 축방향 결함 폭 

이 증가함에 따라 위상의 변화는 없으며， 탐상신호의 크기만 축방향 결합 

폭의 크기에 비례적으로 커짐올 보였다. 

그림 2-3-8과 그림 2-3-9에서 그림 (b)는 축방향 결함 폭올 탑상코일 피 

치에서 탐상코일 피치의 2배가 되는 경우 즉， 기준결함의 24배까지 증가시 

킨 경우에 대한 탐상신호를 나타내었다. 축방향 결함 폭이 중가함에 따라 

탐상신호의 크기는 미약하며， 위상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8과 그립 2-3-9에서 그림 (c)는 축방향 결함 폭을 탐상코일 피 

치의 2배에서 3배가 되는 경우 즉， 기준결함의 36배까지 증가시킨 경우에 

대한 탐상신호를 나타내었다. 축방향 결함 폭이 증가함에 따라 탐상신호 크 

기의 증가는 없으나， 위상이 시계방향으로 회전올 하고 신호의 폭이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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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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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후의 탐상신호) 변화에 대한 위상이 결함폭 2-3-8. 축방향 외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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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계산환경 및 계산시 간 
2차원 계산에 바하여 3차원 계산은 계산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구간분할수에 따라 사용메모리량이 가변적이므로 계산정확도， 계산시 
간， 사용 메모리양에서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 표 2-3-2에 계산 환경 
및 계산시간올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위하여 많은 수의 컴퓨터들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기종을 나타내었다. 사용 CPU의 종류， 사용 
메인보드의 종류에 따라 계산시간의 차이는 나타내었다. 전처리 및 후처리 
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편이성을 위하여 윈도우즈하에서 수행되었다. 대형행 
렬의 계산은 리녹스률 os로 하는 컴퓨터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예제의 축방향으로의 최소간격은 O.38[mm]이며， 0.3[mm] 간격까지 계 
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최소값은 컴퓨터의 성능이 되는 부분까지 문 
제의 성격에 따라 훨씬 적은 값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렬의 계산은 미지 
수의 개수가 많아 직접법은 사용이 불가농하여 반복법의 일종인 ICCG 방법 
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신호룰 생성하기 위하여 약 10일의 시간 
이 소요되며， 이 시간은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가변적이다. 

(표 2-3-2 계산 환경 빛 계산시간) 

항목 값 

컴퓨터 사양 Pentium IV l.5GHz, 512M RAM, 60G HDD 
os HancomLinux Release 2.2 

반경방향 구간수 16 
원주방향 구간수 50 
축방향 구간수 125 
미지수 302,778 

Nonzero 수 23,860,584 
사용메모리 용량 500 MBytes 
행렬계산방법 ICCG 
행렬조립시간 8분 30초 

행렬계산시간 250분 / step 
푸르브움직임간격수 57 회 
총 계산시간 약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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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G셔|관 E다결휠신호의 지능형 분석울 위한 

신경회로망기법 개발 

저I 1 절 서론 

1. 와전류 탑상시혐의 역문제롤 해결하기 위한 기법 

재료내에 존채하는 결함으로 인해 변화된 와전류탐상 신호의 륙성으로부터 

결합의 특생을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와전류탐상시혐의 역문제에 관한 연구 

는 재료의 안전성과 산업셜비의 수명예측 둥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중의 하나 

이다. 이 형상인식에 의한 와전류 결함특성 평가 과정은 그림 3-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결함신호로부터 결함분류에 적합한 특정올 뽑고 그 톡정값들올 

통해 결함의 총류， 크기， 위치 둥올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었다 . 

.... 
Cur,.,.’ ••• ’ .... .-‘” M.'’ •• ‘’ •• ’.'m 

iI.~tI 
F(x" .a) .. " 
-위n 
-크기 .,." 

(그림 3-1-1 lndirect Approach to lnverse Problern.l 

이상의 과정 중에서 결함신호로부터 특정을 추출하는 과정과 이률 이용하 

여 결함을 분류해 내는 분류기의 선정， 그리고 특히 분류기로써 신경회로망 

과 같이 학습에 근거한 분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학습생플을 선정하는 

과정이 바로 형상인식에 의한 결함 륙성평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률 위해 2차원 유한요소 프로그램올 이용하여 보다 여러 가지 형태 

와 크기의 결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와전류 결함신호를 생성하고， 결 

함분류를 위해서 분류성능이 뛰어난 확률신경회로망(PNN: Probabilistic 

Neura1 Network)이라는 분류기를 수행하였으며， 역전파 신경회로망을 결합 

크기 산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류하고자 하는 결함의 종류 

가 많아지고 결함크기 인자가 다양해점에 따라 다수의 특정올 추출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활 수 있는 불필요한 과정올 줄이기 위해 적절한 특정 

선택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선택올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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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진행과정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아래 그림 3-1-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검중된 수치해석 프로그햄올 사용하여 와전류 결함신호 생성. 

@ 생성된 가상 결함신호를 사용하여 와전류 탕상신호의 DIB구축. 

@ 와전류 가상 결합신호의 결합분석에 유용한 특정 추출 및 선태. 

@ 선별된 특정올 기반으로 PNN을 이용한 결합 분류성농과 BPNN올 사용 

하여 크기산정 과정올 수행 

@ 와전류 가상결합과 동일한 인공결함을 제작하여 MIZ-27 8I 장비로 와전 

류 탐상신호 획득. 

@ 인공결합 신호에 유용한 특정추출 빛 션돼과정을 거쳐서 PNN파 BPNN 

에 적용하여 결함 형상분류와 크기산정결과 확인. 

DATA GENEAATIO월 

C ••• 1,2,1,4 D.ta .1' 

FξATURE EXTRACTION 

c ••• , ,2,3,. F •• lu~ 

FEATURE 훌훌LEcr，aN 

가 .. 훌 톨 Dal. ... 흩 .O.t. 

E뜨E E 톨PNN I E굉 f l"orBPNN | 
C ••• 1 ，2 ，훌 .4 12 Set 

CLA훌훌IFY 

'0' ClaI •• lfln‘100 '0' 훌Izlnll 

PNN d •• lgn BPNN d .. lgn 

(그림 3-1-2 와전류 결함평가 과정) 

- 67 -



제 2절 이론 

1 와전류 형상인식 기법 

이 절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와전류 신호해석의 역문제를 풀기위한 칸접 

접근방법으로서 와전류 형상인식기법 (eddy current pattern recognition)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형상인식 (patern recognition)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논하고 이 연구에서 이용하려는 분류기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다. 

가. 형상인식 (Pattern recognition)의 개요 

형상인식의 정의는 물체의 총류롤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형상인식 능력이란， 기념사진의 수많은 졸업생들 중에서 특정언을 

찾아낸다거나， 이미 알고있는 문자이기만 하면 정자건 악훨이건 거침없이 읽 

어내는 풍 고도로 발달된 언간의 인지능력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 

인식 능력올 기계가 가져야 할 필요가 생겨나고， 인지파학(cognition science) 

에 의해 알아첼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일어나는 인간의 인식과정이 속속 드 

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문자인식， 옴성인식， 전기파형 둥의 신호인식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품질검사나 자동제어 퉁， 여러 공학분야에서의 응용이 행해 

지고 있다. 현재 보편적인 형상인식 기법의 분류는 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파 un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으로 냐눌 수 있는데， 분류하 

고자 하는 pattern이 어느 c1ass에 속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를 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이라 하며， 분류하고자 하는 pattern이 어느 c1ass에 속하 

는지 알지 못하는 경 우는 un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에 해 당한다. 여 기 

에서 pattern 이라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우리가 c1ass로 분류하고자 하는 

c1ass가 될 수 있는 대상올 말하며 c1ass는 우리가 분류하기로 한 종류를 얘 

기 한다(표 3-2-1 참고). 

(표 3-2-1 Pattem vs. Class.) 

듀두I고:-r끄f과~ 

「유~τIτ-=-r→1 
「공I고Iτ~←I 
~흉fτ1 0' .， r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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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 기 법은 추출된 pattern을 훈련표본(training 

samples)과 시험표본(testing samples)으로 분류하여， 훈련표본은 분류알고리 

즘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나머지 시험표본은 만들어낸 분류 알고리즘에 적용 

하여 그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반해 un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은 pattern들의 class가 어떤 종류의 것이지 알 수 없지만 

유사한 특정을 같은 pattern의 c1ass를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혼합물 또는 세포들의 분류를 실시할 때 혼합물 중 어떤 종류의 혼 

합물인지 그 종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사한 특정올 갖는 형태의 물질만 

을 따로 분리할 수는 있는 경우 둥이 그 예가 되겠다. 

와전류 형상인식과정은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전류 탐촉자로 

부터 출력되는 결함 신호에서 특정올 추출하고， 추출된 특정으로부터 결합 

분류에 적합한 특정을 선돼， 선택된 특징올 이용하여 결함분류를 실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절에서 각 과정에 대해 간 

략히 논의코자 한다. 

FUNDAMENTAl DATA FEATUIIE EXTRACTtON FEACTURE SELECγ~N ClASSIFIATlON 

J\ 」、 ...l\ 

CfJ 
-v -v 

양부 
-v 

l톨 ~B 챙 .. ‘'" 
b 찢어션 If U33 You "8 a crackl t 누훌:zt f 0<521 
•. 연~~야 120.2 

(그림 3-2-1 Procedure of eddy current pattern recognition.) 

나. 특정 추출 (Feature extraction) 

형상인식 기법에서 특정 (feature)이란 일반적으로 같은 class에 속하는 표 

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서 다른 c1ass와 구별 할 수 있는 측정 합수를 

의미한다. 특정추출 단계는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결함신호로부터 유용한 형 

태의 특정올 도출해내는 과정으로서 pattern의 복잡성을 줄여서， 분류 알고리 

즘을 간단히 하고 동시에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올바른 특정추출이 분류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digital signal 

processing이 건 analogue signal processing이 건 주어 진 pattern dat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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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feature률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실재 여러형태의 

data를 다루어 feature를 선택할 때 예기치 않던 data의 형태나 nOlse로 인해 

물리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엉뚱한 feature를 얻게 되기도 하며 애초에 풀려 

는 문제와 너무 어긋난 feature를 뽑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 

안으로는 data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digitizing 과정 중에 잃게 되는 data에 

대한 고려 퉁을 들 수 있겠다. 위의 여러 가지 제안에 따라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물리적 변화나 관심부분에 가장 관련된 특정을 뽑는 것이 특정추출의 

핵심이며 그러므로 application dependant한 이러한 과정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란 없다고 활 수 있다. 

다. 특정 션 태 (Feature selection)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추출 단계에서 도출된 특정이 모두 결함 

분류에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중에서 결함분류에 유용한 특정인 “민감한 

특징”만올 선돼하는 과정을 특정선택 단계라 한다. 보통 민감한 륙정이 지녀 

야 할 특성으로는 첫째， 결함분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는 물리적 시스탬이 지니고 있는 종류간 이질성을 특정 공간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하고， 셋째로는 사용코자하는 특정이 모든 표본(sample)에 대 

해서 일관성 있게 도출 가능해야 한다는 것 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인 

기준들은 실제 특정선돼 과정에서의 적용기준으로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량적인 특정평가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껄정할 

때 보통 고려되는 조건으로는 결합종류 구분능력과 특정간의 독립성의 두 가 

지이다. 결함종류 분류능력은 특정의 결함분류에의 효용성올 의미하며， 결함 

분류시 발생하게 되는 오류확률로 정량화시킬수 있으며， 특정간의 독립성은 

특정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특정의 숫자률 줄이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상관 

계수로 정량화 시킬 수 있다. 

만약 d-차원올 갖는 특정집합 x= 1:).1:2, ...• μ 를 생각할 때， 오류확률 e 

는 식 (3.1)로 표시된다. 

e= f[ !-max P( Wi I 하]뼈짜 

여기에서 a는 d개의 ~i특정에 의해 구성되는 특정벡터이고， 즉 

.;= [1:).1:2 •..•• 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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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 w;I e)는 i번째 범주에 대한 사후확률이며. p(O는 식 (3.3)으로 정의되는 

혼합밀도함수이다. 

P에 = 황ξ | ψj)P( Wj) (3.3) 

여기에서 P( Wj)는 i번째 범주의 사전확률이다. p( Wj I e)는 i번째 범주의 조 

건부확률밀도함수 P(~ I Wj)와 식 (3.4)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P( Wj I 힌 = 
p( ξ I Wi)P( U시) 

p(ê) (3.4) 

민감한 특정은 (3.1)식으로 정의된 오류확률 e를 작게 하는 특징으로서 e값 

이 낮을수록 결합구분 능력 이 우수하다. 

두 변수간의 상호 의존성율 측정하는 통계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Pearson의 상관계수인데， 이는 식 (3.5)에 의해 정의된다. 

휠(Xj - 홍)( Yj - Y) 
r= 

[최(Xj 갖택 (Y‘_ Y )2 ]1 /2 

다른 특정 

나타낸다. 이 

Xi. Yi는 두 가지 서로 

X.Y의 명균값을 

여기에서.n은 표본 수를 

값올， 호 ，한는 각각 두 특정 

(3.5) 

X.Y의 i번째 

상관계수 r은 

두 변수간의 관계가 선형관계인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r의 절대값이 1에 가 

까우면 두 변수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감한 특정 이 란 전술한 오류확률 e값이 낮으면서 통시 에 다른 특 

정과의 r의 절대값이 작은 특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륙정선택이란 e값과 r값 

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특정들을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라. 분류 ( Classification) 

특정 추출과 특징선택과정을 통하여 민강한 특정이 결정되면 이 특정을 이 

용하여 각 표본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분류기라 하며， 분류기는 대개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 분류 알고리즘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었으며. application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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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c1assifier들은 크게 statistical 

c1assifier, rule_based c1assifier, learning_based classifier로 나눌 수 있다. 

(1) 통계적 분류기 (Statistical c1assifier) 

Statistical classifier는 각 c1ass별 feature값들의 통계 적 인 접 근을 통하여 

분류하는 기법으로써 linear discriminant 방법을 이용한 Fisher’ 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minimum distance c1assifier, K -nearest 

neighbor(KNN) c1assifier, Bayesian classifier퉁이 있다. 

(2) 법칙근거 분류기(Rule based classifier) 

Rule based c1assifier는 pattern matching approach로서 , training sample에 

대한 feature vector의 분포도를 살펴보고 어떤 특쩡 c1ass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값(이를 descriptor entry2.} 함)을 설정하고， 이률 IF - THEN rule 

에 적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써， classification 표 classifier, fuzzy 

classifier둥이 었다. 

(3) 학습근거 분류기 (Learning based classifier) 

Learning based classifier는 대표적으로 neural network c1assifier를 생각 

할 수 있다. neutral network은 인간의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modeling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training sample를 통해 필요한 지식올 학습 할 수 있 

으며， 또한 training sample에서 특별하게 경험하지 못한 sample에 대해서도 

배운 지식을 일반화하여 필요한 결론을 자동적으로 내려 준다는 독특한 장점 

때문에 1980년 후반부터 그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여가지의 neural network 총류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N)이 다. BPNN은 상기 neural network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pattern 분류， 자동제어， regression analysis 둥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신경회로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이 절에서는 신경회로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사용 

한 PNN과 BPNN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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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경회로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개요 

신경회로망은 인간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모형화할 수 있다는 특정과 함 

께， 학습표본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학습표본에서 경 

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배운 지식올 일반화하여 필요한 결론을 자동적으로 

내려준다는 독특한 장점때문에 1980년 후반부터 그 활용이 급속허 증가하고 

있다. artificia1 neural networks(NN)은 그림 3-2-2에 보인 생물학적 신경 시 

스템의 구조와 그 기능을 모텔화 한 것이다 

(그립 3-2-2 Biological nervous system.l 

Artificial neura1 networks에서는 간단한 processing element(PE)들이 복 

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network은 입력과 출력 processing 

element 사이에 연결강도(weight of interconnection)를 조정함으로써 

arbitrary mapping올 수행한다. 즉， 반복하여 예제를 제시해 주고 그에 따른 

용답에 대한 목표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결강도들이 자동적으로 조정되 

게하여 다음번에 제시된 예제에 대한 웅답이 보다 목표값에 가까워지도록 한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전지식이나 규칙들이 없이 주어진 예제를 통해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processing element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림 3-2-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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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Diagram of generalized node in artificial neural networks.l 

여러 가지 neural networks중에서 McCulloch 과 Pitts의 모텔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후 1958년 Rossenblatt은 엄계 논리률 갖는 

unit으로 구성된 perceptron -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립 3-2-4에 perceptron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Output 

XI lU X3 X' 

(그림 3-2-4 Graphical representation of Rosenblatt ’s perceptr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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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계논리 unit는 여러개의 입력과 연결되어 있는데， 각 연결캉도는 실수값 

을 갖는다. 이들 N개의 입력 벡터는 연결된 연결강도와 곱해진 후 모두 합해 

지고， 이들의 합이 엄계값을 초과하면 l이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출력 

된다. 

Y= j{휠W까‘-8). Y={~ 

perceptron의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 진다. 

@ 연결강도들과 임계값를 초기화한다. 

(3.6) 

@ 새로운 업력값(X!. xz • ...• XN)과 기대되는 출력(d(t))을 제시해 준다. 

@ 실제 출력값을 계산한다. 

y(t)=자(횡 ψj<t) X j (t) - 8) 

여기에서 Wj(t) : t 시각에서의 i로부터의 연결강도 

8 : 출력노드의 임계값 

@ 연결강도를 조정한다. 

(3.7) 

Wj(t+l)= W;(t) + η[d(t)- y( t)]x ,Ü) (1 ";:i,,;:N) (3.8) 

여기에서 1\: 학습률 ( 0 - 1의 값올 갖는다) 

기대되는 정확한 출력값이 Network에 의해 정확한 결정이 되면 연결강도 

는 더 이상 조성되지 않으며， 학습은 완료된다. 

@ 단계 @로 가서 반복한다. 

perceptron은 선형 분리가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분류 능력이 었으나 선 

형분리되지 않는 합수(예를 들어. XOR)에 대해서는 분류능력이 없으며， 학습 

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hidden layer를 갖는 multi-layer 

perceptron이 제안되었다. 그림 3-2-5는 hidden layer을 이용한 perceptron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출력충에서 eπor가 발생했을 때 그 error만큼 연 

결캉도를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 error의 얼마만큼의 비율이 업력층과 

hidden layer의 연결강도에 귀속될 것인가 하는 credit assignment 문제에 대 

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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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5 Multi-Layer perceptron.) 

냐. 역전파신경망(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s) 

앞절에서 언급한 perceptron의 단점은 임계논리 unit률 sigmoid unit로 대 

체한 후 출력층의 error를 입력층쪽으로 역전파시키는 back propagation의 

Ieaming 알고리즘에 의해 보완되었다 back propagation neuraI 

networks(BPNN)의 학습과정 은 다옴과 같다.1} 입 력 총에 입 력 값올 제 시 해 

준다 2) network의 output을 계산한다 3) network에 target output을 제시 

해 주어서 실제 산출된 output의 error를 계산한다. 4) error를 각 layer에 역 

전파해준다. 5) eπor양 만큼 모든 연결강도를 변화 시킨다. 여기서 1}, 2)단계 

는 forward 단계로서 output올 산출하는 과정이고， 3), 4), 5) 단계는 error를 

계산하여 연결강도를 조정하는 backward 과정이다. 여기서 backward 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utput Iayer의 neurode의 weight를 조정하기 위 

해 k번째 node의 에러 δk(t) 가 계산된다. 

δk= !(Iit))(Yk (t) - Yk (t)) 

여 기 에 서 ! activation function의 미 분치 

Yk(t) : t번째 반복과정에서의 목표 출력값 

Yk: 실제얻은 출력값 

여기서 error만큼 수정된 현재의 weight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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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u kj(t) = a8 k (t) Z j(t) 

여기에서 a 학습률 

식 (6.10)에 의해서 새롭게 조정된 weight 변화량 “A:j( t+ 1)은 

U A:j(t+ 1) = μA:j(t)+ L1u A:j(t) 

(3.10) 

(3.11) 

이렇게 해서 k번째 노드의 error의 크기만큼 연결강도가 수정되었다. 그런 

데 위의 노드에서 발생한 error만큼 j 번째의 연결강도를 조정하여 j번째 노 

드의 에 러 를 구하면 식 (3.12)와 같다. 

이(t) = f (Ij (t))후 야(t) U A:j(t) (3.12) 

j번째 노드의 error양 만큼 j번째의 현재의 연결강도를 조정 해주면 식 

(3.13)이 되고， 

L1u’/ t) = a8 j (t)x;( t) (3.13) 

식 (3.13)에 의해서 새롭게 수정된 연결강도는 식 (3.14)과 같다. 

Wji(t+ 1)= ψ1l( ” + dtUR(t) (3.14) 

이와 같은 과정이 출력충의 eπor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Back 

propagation의 leaming 알고리즘을 그림 3-2-6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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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앨필d.E앓호 

Yt(l) = f(It(t)) 

l싸 U뻐1) + 추빠O 해‘) u싸) 

Zj(l) = f( ’j ‘)) 

'j{t) = 뺏')+LWJ센1) "j(‘) 

"j(l) 

Baclcward Pa‘s 
<

~(I) = fU‘{t)) (Yt(I) - Yt(1)) 

a싸'j(J) = Q ~(I) Zj(‘) 

"kj( t+ J) = Ukj(t) + lIUkj(t) 

젠‘) = f(앤I)) L 화(1) u냉，) 
k 

AWji(l):, Q 엔1) "j{t) 

wjih •. j) = wji(') + AWjõ(l) 

(그립 3-2-6 Back propagation leaming algorithm) 

Back propagation learning의 목적은 연결강도의 공간(weight space)에서 

의 급경사기올기를 찾아 error를 최소화하는데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local 

mInIma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weight변화 

에 과거의 weight변화량의 가중치률 더해주는 momentum term이라는 방법 

이 사용되기도 한다. 

L}Ukj(t) = a8.(t)z/t) + ηz‘ kj(t-l) (3.15) 

여기에서 n momentum 상수 

다. 확률신경회로망(Probabi1istic neura1 networks) 

지금까지 개발된 신경회로망 구조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s(BPNN)로서 패턴분류， 자통 제어， 회귀 분석퉁 

다방연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BPNN은 입력과 출력사이의 관계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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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명확기 알기 어렵고， 학습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모든 문제 

에 대해 보편성있는 분류기로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 

은 상태이다. 이에 반해 PNN은 병렬처리 능력동 신경회로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패턴 분류시 Bayesian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어 특 

히 패턴 분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cl) 구 조 

그림 3-2-7에 PNN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에 

output ~(x) = C •. L g(z) 

pattem g(z) = eXP[(zj -1) 1하 ] 

Zj = L x;'깨J 

(그림 3-2-7 Probabilístic neural network architecture) 

PNN은 4개의 총(]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층은 입력충으로서 여기 

를 통해 각 표본의 특정 벡타(Xi)가 PNN에 공급된다. 두번째 층은 패턴층으 

로서 업력충에 공급된 표본의 특정값 xi에 가중치 Wij를 곱한 결과들의 합 

올 받아들여， 그 값에 지수함수률 적용한 값올 출력시킨다. 세번째 층은 합산 

층으로서， 합산충의 각 노드(node)들은 패턴층의 노드들 중 자신과 같은 범 

주에 속한 노드들에만 연결되어있는데， 연결된 패턴층 노드들의 출력의 합올 

입력으로 받아들인 후 여기에 사용자가 정의한 파라메터인 Ci를 곱하여 그 

결과를 출력시킨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층온 출력층으로서 최종적인 출력이 

결함 분류 과정에 사용된다. 다른 종류의 신경희로망과는 달리， PNN의 구조 

는 주어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 종류의 수와 학습과정에서 사용된 학습 

표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출력층과 합산총의 노드의 수는 결합종류(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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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수와같고， 패턴총의 노드수는 학습표본의 수와 일치하며， 업력충의 

노드수는 특정벡타의 특징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PNN에는 세가지 종류의 

가중치가 존재한다. 그림 3-2-7의 Wij는 학습 표본의 특정빽타들의 특정값 

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표본으로부터 칙접 결정된다. 실제로 PNN 

내에서 조절가능한 파라메터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파라메터언 Ci와 전달함 

수내의 평활화 계수 0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철에서 간단히 논의코 

자 한다. 

(2) PNN의 학습 

PNN의 학습과정은 매우 간단한 다음의 3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학습 

표본이 주어지연 패턴층에 이에 해당하는 j번째 노드 Nj훌 껄정한다. (2) 만 

약에 Xij {i=1 ,2,3 ..... , M, j=I,2, .... ，N)를 주어진 j번째 학습표본의 i번 

째 특정이라고 하면， 패턴층의 j번째 node와 업력충의 i번째 노드를 잇는 연 

결선의 가중치 Wij를 Xij와 같게 한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충의 j번 

째 노드를 주어진 학습 표본이 속해있는 범주에 상당하는 합산충과 연결한 

다. 

학습과정에서 특정적인 것은 가중치 W니가 반복과정이 없이 단번에 결정된 

다는 것이며， 따라서 학습도 “순간적”으로 완료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학습 

과정에서 PN1‘은 학습 표본으로부터 Parzen window 방법올 통해 각 벙주 

별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Parzen window 기법은 주어진 개개의 학습표본에 대해 특정한 성질을 갖 

는 window(주로 Gaussian 분포함수를 사용)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분포를 

갖는 확률밀도함수를 만들고， 각각의 학습표본으로부터 구한 개별밀도함수를 

합하여 최종적인 확률밀도함수률 추론하는 방법이다. 즉 j 번째범주 Wj 에 

속하는 n개의 학습표본에 대한 n개의 특정 빽터 Wi = 1,2 ....... ，n)가 있다고 

할때 d-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점 g에서 Parzen window기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확률밀도함수 p(~IWD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 I찌=융 흙냄갚 exp [ -융 (~-렐(~-~i~ ] (3.16) 

여기서 0는 각 학습표본으로부터 p(çlWD를 추정할 때 각 학습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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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중요도를 조절하는 평활화계수이다. 

(3) 회로망 파라메터의 선돼 

일단 회로망의 훈련이 끝나면 사용자 정의 파라메터인 Ci (j= 1 ，2 ，3)와 평활 

화 계수 0를 선택해야한다. Ci는 

C;= 강파 
n; 

(3.17)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hi는 I번째 범주의 사전확률， li는 손실계수， ni는 i번 

째 범주내의 학습표본의 수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균열과 같은 어떤 특정 범 

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싶올 때에는 손실계수 li에 큰 값올 지정할 수 있다. 

평활화 계수 0는 패턴충내에 있는 각 패턴들의 개별적인 중요도를 조절하는 

계수로서 o값을 작게하면 개개의 패턴에 대한 중요성올 강조하게되고， a값 

을 크게하면 많은 패턴들의 평균적인 거통올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값은 

어떤 이론적 근거로부터 결정된다기보다는 다분히 실용적 관점에서 비교척 

“양호한” 결함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0값을 찾아 사용하고 있다 

(4) 결함분류 

PNN의 학습과 회로망 파라메터에 대한 선택이 끝나면， 이 PNN을 이용하 

여 시험표본에 대한 결함분류를 수행할 수 었다. PNN의 결함분석 알고리즘 

은 “주어진 시험표본에 대한 출력층의 노드 중 최대값(이 값은 곧 최대 예상 

손실을 의미함)을 갖는 범주를 그 시험표본의 범주로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PNN이 Bayes법칙에 따라 결함분류를 수행함을 말한다. 

Bayesian 분류기는 패턴 분류시 통계적 접근 방법인 Bayes 결정이론에 기 

초를 두고 있다. 이 방법은 모든 의사 결정 문제가 확률척인 개념들을 사용 

할 때 적철하게 풀릴 수 었다고 가정하며， 또한 의사 결정에 필요한 확률적 

내용들이 알려져 있거나 혹은 학습표본으로부터 추정이 가능할 때 주로 적용 

되고 있다. 실제 패턴 분류파정에서 분류자가 궁극적으로 관심올 갖게 되는 

것은 오분류 때문에 업게되는 손해 즉， 기대 손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중시한 Bayes 결정법칙의 분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특정벡타 g를 갖는 실험 포본에 대해 R(ailO를 최소로하는 범주 Wi 로 

g를 분류하라" 여기에서 R(ailO는 조건부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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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계산된다. 

R(ai 1회= 황(a‘ I W;)P( W; 1히 (3.18) 

여기에서 ai(i= 1,2, .... ， a)는 a개의 행동(action)을 나타내며， A(ai 1 Wj)는 

범주 Wj인 시험 표본에 대해 al의 행동올 취했을때 입게 되는 손실이며， 

P(Wj 10는 j 번째 범주의 사후 확률이다. Bayesian 분류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패턴 분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실제적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분 

류기이다 

그러나. 이 Bayes 분류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 확 

률P(Wj lç)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J번째 범주에 대한 사후 확률 P(Wj 1 
ç)는 식 (3.19)로 정의된다. 

w; le)= 꾀틴맺R칸싶 (3.19) 

여기에서 P(WD는 j 번째 범주의 사전 확률이며， p(Wj 10는 j번째 범주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이고， p(Ç)는 식 (3.20)으로 정의되는 혼합밀도함수이다. 

써하 = Elks | !’? Þ(~) (3.20) 

전술한 바와 같이 PNN은 학습표본으로부터 확률밀도합수 p(Wj 10를 

Parzen window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어 

진 분류대상 결함에 대해 Bayes 분류 볍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후확률 

P(Wj lç)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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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features extracted from an eddy current flaw signal 
in the impedance plane.) 

(그림 3-3-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와전류 결함신호 자체가 수치해석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완전히 대청인 점을 감안하여 impedance 평면의 반쪽면만 

올 고려하였다. 특정올 추출함에 있어서 실제신호와의 연관성올 고려하여 

starting angle과 ending angle올 rnaxirnurn irnpedance의 10% 크기를 기지 

는 point에서의 각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축대청 결함의 4가지 종류의 신호변 

화를 잘 보여주는 F9 (Tuming phase angle at the point of rnaxirnurn 

irnpedance of the signaI)와 같은 특정들올 추출하였다. 

3) 결함 분류를 위한 특정선택 

특정추출 단계에서 도출된 특정이 모두 결합분류에 유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중에서 결함분류성능이 우수한 특정인 “민감한 특정”만을 선택하여야하는 

데 이를 특정선태이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함분류에 민감한 특정 

을 선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각 특정의 “분류성능”을 사용하였 

는데 그립 3-3-3은 F9(Turning phase angle at the point of rnaxirnurn 

irnpedance of the signa1)의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내는데 4가지 결합의 종류 

OD-I, ID-V, OD-I, OD-V type)를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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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Class-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the feature number 

9 in Table 3-3 extracted from 100 kHz eddy current flaw sign허s) 

(표 3-3-3. 축대청 결함에 대한 특정들의 single feature c1assification 

perlormance.l 

Feature 
100kHz Signal 400kHz SÌlmal 

SFCP(%) Irl > 0.9 SFCP(%) Irl > 0.9 
F1 24.8 F3. F5 25.95 
F2 7.2 F4. F6. F7. F8 28.67 F4. F6. F7. F8. F9 
F3 29.5 F1. F5 22.14 F5 
F4 1.79 F2. F6. F7. F8 26.19 F2. F6. F7. F8. F9 

’F정 30.2 F1. F3 25.34 F3 
F6 1.61 F7. F8 26.5 F2. F4. F7. F8. F9 
F7 13.77 F2. F4. F6. F8. F9 31.8 F2. F4. F6. F8. F9 
F8 2.21 F2. F4. F6. F7 24.85 F2. F4. F6. F7. F9 
.~ 48.35 F7 45.93 F2. F4. F6. F7. F8 
lilQ 15.25 22.49 

... Fl1 14.01 11.55 

4) 결함 크기산정올 위한 특정선돼 
결합의 크기산정을 수행할 역전파신경망의 학습효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 

함크기 산정에 유용한 특정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함크 

기 산정올 위한 특정선택에 있어서 추출된 특정들의 magnitude성분과 

angle성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normaIize를 한 후 크기변화에 따른 추 

세변화를 잘 반영하는 특정들올 선택하였고 결함의 폭과 깊이의 변화에 따른 

특정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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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은 이러한 특정값의 변화에 대한 한 예로서， 100 났Iz 탕상주 

파수를 사용하여 관 내벽과 관 외벽에 폰재하는 I 형 결함에 대해 모의한 와 

전류결함 신호로부터 추출한 특정값들의 결함 깊이와 결함 폭의 변화에 따른 

추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추이를 400 kHz 탐상주파수를 사용하여 생생한 

결함신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파수별로 이 특정값 

의 변화가 가장 큰 5개씩의 특정을 결함 크기산정용 신경회로망의 업력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특정은 표 3-3-4에 나타내었다. 

0.9 

출프결 
P후=그=FFF· 

훌 33 

얘
 
% 

R 

얘
 얘 얘 얘 얘 얘 
때
 에
 닐조=「「「 0.1 

0.1 0.2 0.3 0.4 0.5 0.6 0.7 0.8 0.9 

Depth (mm) 

(그렴 3-3-4. Variation of features extracted from 100 kHz eddy current signals 

to the depth of the 1 -Out f!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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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Variation of features extracted from 100 kHz eddy current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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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w current eddy V따1a디on of features extracted from 100 kHz 3-3-6. 

signals to the depth of the V -Out flaws.) 

- 88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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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장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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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7. Variation of features extracted from 100 kHz eddy current flaw 
signals to the width of the V -Out flaws.) 

(표 3-3-4. Selected features for flaw sizing.) 

F빼.tre$1:p.~w、앞'Iz 하엄 '4Q() kftz 

FI-Maximum resistance in the upper half plane 

F3-Maximum reactance in the upper half plane 

F5-M없irnum 피1p혀ance in the upper half plane 

F6-Phase Angle at the point of maximum impedance in the half plane 

F8-Phase angle at the ending p이1t of the signal 

5) 신경회로망 결합특성평가 시스햄의 구성 
와전류 결함신호로부터 추출 • 선택된 11개의 특정값을 이용하여 결합의 위 
치와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신경회로망 분류기를 구성하였다. 이 분류기는 
하나의 확률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종류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결함을 위치와 
형상에 따라 4가지 결함(관 내벽 I형， 관 외벽 I형， 관 내벽 V형， 관 외벽 V 
형) 중 하나로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신경회로망의 구조는 그림 
3-3-8과 같은데， 최총 선택된 특정의 수와 분류하려는 범주수에 따라 입력충 
노드 수는 1l7fl , 출력충 노드 수는 4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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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뼈tic Neural Networks 

(그림 3-3-8. Architecture of PNN.) 

또한 그림 3-3-9와 같이 크기산정올 위한 BPNN은 5개의 처리
요소률 지닌 

1개의 은닉층과 10개의 처리요소를 지난 입력충， 2개의 처리요소를 지닌 출 

력충으로 구성하였다. 

Back Propagallon Neural Networks 

(그림 3-3-9. Architecture of BP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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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에 나타낸바 대로， 본 연구에서는 PNN을 통하여 결함을 위치 

와 형상에 따라 4가지 결함을 분류한 후， 동일한 구조를 갖는 4개의 역전파 

신경망을 구성하여 서로 다른 4개의 훈련표본 세트(ID-1 type ,ID-V type, 

OD-1 type, OD-V type)를 각각 훈련시킨 후 이를 평행하게 배치하였다 

Data Base Classifκation 

PNN 

날멜 
I typ. 
Inn.r 

훌 L Result 

(그립 3• 3- 10. The hybrid neural nelwork system for eddy current flaw 
characterization in tubes.l 

6) 신경회로망 결함특성평가 시스템의 성능 

V-type 결함신호가 보충된 총 4007H 의 샘플신호중에서 100kHz와 400kHz 

를 포함하는 특정세트가 2007H 이다 이중 1007H 는 학습표본으로 선택하고 나 

머지 100개를 시험표본으로 하여 평활화인자의 값을 0.10으로 하는 확류신경 

회로망을 구성하였다 표 3-3-5에 나타낸 바와같이 91%의 분류정확도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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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Result of c1assification by PNN.) 

Actual Classified defect type by PN1'‘ 
defect type I-Out I-In Y-Out Y-In Tota1 

I-Out 24 0 0 25 

I-In 0 17 0 8 25 

Y-Out 0 0 25 0 25 

Y-In 0 0 0 25 25 

TOta1 24 17 26 33 100 

결함의 크기산정에 있어서도 표 3-3-6과 같이 I-type과 V-type의
 깊이 (d) 

와 폭(w)변화에 대하여 상관계수가 모두 0.97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 

다. 

1.2 

• 

0.' 

흉 0.6 

0.4 

0.2 r = 0.9988 

0 
o 0.2 0.4 0.6 0.' 1.2 

AClual depth (mm) 

(그림 3-3-11. The perfonnance of the BPNN for the prediction of the depth of 

the I-Out f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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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 

/‘ 

{/꺼/ r .. O.9B30 

o 
o 0.' 0.4 0.6 0.8 1.2 

Act .. 1 width (IQm) 

(그 렴 3-3-12. The perfonnance of the BPNN for the prediction of the width of 
the I-Out f!aws.l 

/‘ 
0.' • 

톨 

• 
/깅 

• 

/ r = 0.9949 

0.' 

o 
0 0.' o‘ 0.6 0.' .. , 

A ctual D eplh (mm) 

(그림 3-3-13. The perfonnance of the BPNN for the prediction of the depth of 
the V-Out f!aw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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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흉i> 
/. • 

• 
0.6 /. 

• • 

• 
0.2 

/‘ r = 0.9764 

o 
0 0.2 0.4 0.6 0.8 1.2 

Actual Wid‘h(mm) 

(그렴 3-3-14. The perfonnance of the BPNN for the prediction of the width of 

the V -Out flaws.) 

(표 3-3-6. Sizing perfonnance of the BPNNs in tenns of the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ctual and estimated flaw size parameter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Defect type 

Depth Width 

I-Out 0.9988 0.9잃O 

1-1n o.잊)93 o.앉Y57 

V-Out 0.9949 0.9764 

V-In 0.9993 0.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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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전류 결함신호분석 예 n 

1) 와전류 결함신호 생성 

앞에서 제시된 적용사례는 결함이 tube의 길이 방향으로 대칭인 이상적인 
경우이다. 실제 발견될 수 있는 결함의 형상이 비대칭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 
에 비대칭적인 요소를 지닌 결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칭형 
태에 따라 5가지 형상의 결함신호를 생성하였다. 

딛묘또낌면〕멈많〕 
a) 관외역 대칭 b) 관외벽 기울어진 c) 핀외역 대칭 V d) 핀외역 기울어진 V e) 관외역 K 

(그림 3-3-15. 비대칭 결함에 대한 연구률 위한 결합의 형태.) 

그립 3-3-15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선택한 결합의 형태들이 나열되어있 
다 여기서 a)와 c)는 대칭형태의 결함을， b)와 d)는 결함 tip의 중심선이 축 
으로부터 45。기울어진 형태의 결함을， e)는 V-type에서 반쪽만 기울어진 형 
태의 결함을 각각 냐타낸다. 연구목적상 ID， OD대한 구분은 하지않고 OD 
type에 대한 신호만을 생성하였다. 

(표 3-3-7. The number of simulated eddy current flaw signals and their 
conditions in simulation.> 

The number of levels Flaw Type 
w 

I-S뼈ndard 3 
I-Inclination 3 
V-Standard 3 

V -Inclination 3 
V - Half inc1ination 3 

Total 

*f=frequency (lookHz, 400kHz) 
*d=flaw depth (0.4, 0.6, 0.8rnm) 
*w=flaw width (0.4, 0.6, 0.8rnm) 

d f 
3 2 
3 2 
3 2 
3 2 
3 2 

The number 
of signal 

18 
18 
18 
18 
18 
% 

표 3-3-7에 제시된 결함신호들은 모두 학습생플용으로 사용하였고 시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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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깊이 (d)변화가 0.5, 0.7rnm, 폭(w)변화가 0.5. 0.7rnm인 신호를 각각의 

결함형태에 따라 4개씩 총 407ß를 생성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2) 와전류 결함신호 특정추출 

결함의 형태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축대칭 결함신호의 특정들과 달리 임피 

던스 평띤상의 전영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영구의 목적이 대칭형태의 결함과 

비대칭 헝태의 결함신호를 분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대칭요소가 많이 나 

타나는 특징들을 위주로 표 3-3-8와 같이 187ß 의 특정을 추출하였다. 

(표 3-3-8. 비대칭 결함신호에 대한 특정추출.) 

. Max Resistance 

Max Resistance Angle 

IMax Resistance - Min Resistancel 

'4. Min Resistance Angle 

Max Reactance 

Max Reactance Angle 

IMax Reactance - Min Reactancel 

Min Reactance Angle 

. Max Impedance 

Max Impedance Angle 

1. Starting Angle 

Ending Angle 

Total Length 

F14. Sum Angle 

Cross Resistanc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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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비대칭 결합신호에 대한 특정의 정의.) 

특정이 

었는 ιi‘ 
T 

3) 결함 분류를 위한 특정선택 

추출된 각 특정들에 대한 단일특정분류성능이 20%이상이 되는 
존재하나 확률밀도함수 상에서 결함의 종류별로 명확히 분류해줄 
특정들이 없어서 추출된 18개 모두롤 선택하였다. 

c1assification feature single 특정의 대한 비축대칭 결함에 

performance.) 

3-3-9. (표 

400kHz 100kHz 

SFCP(%) 

34.46 

3.46 

0.85 

1.74 

Feature SFCP(%) 

1.80 

8.16 

33.18 

5.46 

Feature SFCP(%) 

6.09 

1.20 

121 

1.22 

5.84 11.67 4.28 

18.37 F15 12.88 F6 5.17 

1l.45 34.97 4.94 

Feature SFCP(%) Feature 

31.32 F17 5.49 F8 35.44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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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경회로망 결함특성평가 시스템의 성능 

45개의 학습용 특정샘플로 분류하려는 대상의 수에 따라 서로 다른 3개의 

PNN을 구성하고 207R 의 시험용 특정샘플로 분류성능을 비교하였다.3개의 

PNN은 또두 평활화계수를 0.10으로 설정하였다. 표 3-3-10에 나타낸바와 같 

이 5가지의 결함형태 분류시 55%, 비대칭형태에 따른 3가지 결함형태 분류 
시 90%, I자형과 V자형의 분류시 65%의 분류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표 3-3-10. Result of classification by PNN.) 

관외 벽 대 청 1 depth 0.5 mm width 0.5 mm 。 。 。

관외 벽 대 칭 1 depth 0.5 mm width 0.7 mm 。 。 。

관외 벽 대 칭 1 depth 0.7 mm width 0.5 mm x 。 × 

관외 벽 대 칭 1 depth 0.7 mm width 0.7 mm 。 。 。

관외벽 기울어진 1 depth 0.5 mm width 0.5 mm x 。 X 

관외벽 기울어진 1 depth 0.5 mm width 0.7 mm 。 。 × 

관외벽 기울어진 1 depth 0.7 mm width 0.5 mm × 。 x 

관외벽 기울어진 1 depth 0.7 mm width 0.7 mm 。 。 。

관외 벽 대 칭 V depth 0.5 mm width 0.5 mm 。 。 。

관외 벽 대 칭 V depth 0.5 mm width 0.7 mm x 。 x 

관외 벽 대 칭 V depth 0.7 mm width 0.5 mm X 。 x 

관외 벽 대 칭 V depth 0.7 mm width 0.7 mm × 。 × 

관외벽 기울어진 V depth 0.5 mm width 0.5 mm 。 。 。

관외벽 기울어진 V depth 0.5 mm width 0.7 mm x 。 。

관외벽 기울어진 V depth 0.7 mm width 0.5 mm X x 。

관외벽 기울어진 V depth 0.7 mm width 0.7 mm x 。 。

관외 벽 K depth 0.5 mm width 0.5 mm 。 。 。

관외 벽 K depth 0.5 mm width 0.7 mm 。 。 。

관외 벽 K depth 0.7 mm width 0.5 mm 。 。 。

관외 벽 K depth 0.7 mm width 0.7 mm 。

Resu]t(%) 65 

*1 - 5개 의 분류항목( I Standard, I Inc1ination, V Standard, 

V Inc1ination , V Ha1f inc1ination ) 

*2 - 3개 의 분류항목( Standard, Inc1ination, Half inclination ) 

*3 - 2개 의 분류항목( 1 type, V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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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전류 결합신호분석 예 m 

1) 결합선단 폭 변화에 따른 와전류 결합선호 생성 
이전의 caseII 에서는 확률신경회로망으로 형상정보에 관한 :!c.。

n "C 

perfonnance를 나타낼 수 있었으나 크기산정에는 문제점을 보여주었으며， 이 
크기산정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caseill의 parameters를 결정하게되었다 그림 
3-3-16과 같이 폭(w)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깊이 (d)와 선단 폭(tw)을 변화시켰 
으며 주파수 표준깊이와 skin effect에 따른 결함 크기산정에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기 위해서 주파수는 1oo-4ookHz까지 4가지를 사용하여 총 2407ß의 학 
습생플을 사용하였다. 

←ι커 

빠
 

] 

(그림 3-3-16. Classification & sizing 2D axis-symmetric flaws with tip 
variation.l 

(표 3-3-10 The number of simulated eddy current flaw signaJs 
and their conditions in simulation.l 

The Number of levels The Number of Flaw Type 
d f signals tw 

ID 6 5 4 120 

OD 6 5 4 120 

Total 240 L..• 

Flaw signals (240 training samples) 
* f = frequency (100 kHz, 200kHz, 300kHz, 400 kHz) 
* d = flaw depth (0.2, 0.4, 0.6, 0.8, 1.0 mm) 
* tw = tip width (0.0, 0.2, 0.4, 0.6, 0.8, 1.0 mm) 
* w = flaw width (1.0 mm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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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선단 폭 변화에 따른 와전류 결함신호 특징추출 

caseill에서는 축대칭 결함으로서 case 1 에서 사용된 특정추출에 관한 정의 

는 동일하다. 

3) 결함 분류를 위한 특정선택 

이번 case3에서 결함분류를 위한 선택과정 중에서는 결함선단의 크기변화 

를 잘 반 영 하는 F3 (maximum reactance in the upper half plane), F5 

(maximum impedance in the upper half plane), F7 (phase angle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signaI)을 크기산정을 위한 특정으로 선택하였고， 관내벽 

(ID)과 관외 벽 (OD)에 대 한 결함분류를 위 해서 는 F7 (phase angle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signal)을 선택하였다. 표 3-3-11은 확률밀도함수를 통 

하여 단일특정 분류성능을 산출했고 이를 이용해서 유용한 특정을 선택했다. 

( 표 3-3-11 Selection of features based on their single feature 

classification perfonnance.) 

FeatuTe! SFCP(%) !lrl>0.9!SFCP(%)!lrl>0.9!SFCP(%)!lrl>0.91 SFCP(%) Ilrl>0.9 

Fl 66.6 60.2 58.9 58.6 
F4 ,F6 , F4 ,F6 , F4 ,F6 , F4 ,F6, 

F2 66.6 IF7 ,F8 , 76.5 F7 ,F8 , 87 F7 ,F8 , 92 F7 ,F8 , 
F9 F9 F9 F9 

F3 55.8 75.5 86.3 91.4 

F4 
F6 ,F7 , 

78.5 
F6 ,F7 , 

89.7 
F6 ,F7 , 

93.8 54 
F8 ,F9 F8 ,F9 F8 ,F9 F8.F9 

F5 57.4 71.6 80.9 86.7 

F8 48.5 F9 , 74.9 I F9 I 87.9 I F9 93 1 F9 

F9 75 98.2 98.9 

FIO 1 29.6 65.1 71.3 56 

F l1 19.6 29.4 58.9 44.6 

SFCP: 단일특정 분류성 능(Single Feature Classification perfonnance) 

따蠻 3<CP가 높은 Feature 

Irl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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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함 크기산정을 위한 특정선돼 
결함크기 산정에 유용한 특정의 선돼을 위해 먼저 결함의 깊이와 결합선 
단의 크기변화에 따른 특정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3-17과 18은 이 
러한 특정값의 변화에 대한 한 예로서， 100 kHz 탐상주파수를 사용하여 관 
내벽과 관 외벽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해 와전류결함 신호로부터 추출한 특 
정값들의 결함 깊이와 결함 폭의 변화에 따른 추이를 나타내었다 

•• ::::;:-- ‘←←←ιiFFFFFZ3514 l 1 1 l l 

二누---- •-F8 
-'1 
•-F8 
-•F8 

-‘-Fl’ 

때
 

여
 

-
-
-
을
〉
 
R
S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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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
3
-
-
ι
 .2 

o 
。 .2 .4 ., .8 

WIdIh 

(그림 3-3-17 Variation of features exìracted from 100kHz eddy 
current signaJs to the Width of the 1-ID flaw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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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o 
o 0.2 0.4 

이"'" 
0.6 0.8 

-•F1 
~F2 

-• F3 

‘ F4 
-• F5 
-•F6 

-•-F7 
-F8 
-F9 
-• F10 
-• F11 

(그림 3-3-18 Variation of features extracted from 100kHz eddy 

current signals to the Depth of the I-ID flaws.) 

5) 신경회로망 결함륙성명가 시스템의 구성 
와전류 결함신호로부터 추출된 특정값중 결함분류에 유용한 F7을 각주파 

수별로 이용하여 결함의 위치와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신경회로망 분류기를 

구성하였다. 이 분류기는 하나의 확률신경회로방올 이용하여 종류(여기에서 

는 위치에 따라 구분됩)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결함올 위치에 따라 2가지 결함 

(ID/üD) 중 하나로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신경회로망의 구조는 

그림 3-3-19과 같은데， 최종 선택된 특정의 수와 분류하려는 범주수에 따라 

업력층 노드 수는 4개， 출력층 노드 수는 2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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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Layer 

Probabilistic Neural Networks 

(그림 3- 3- 19 Architecture of PNN.) 

l 

또한 확률신경회로망을 통해 종류가 결정된 결함에 대한 그 크기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함특성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신경회로망 시스템 

은 그림 3-3-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PNN이 결항의 위치를 판별하면， 연이 

어 2개의 BPNN이 각각 관 내벽과 관 외벽에 존재하는 결함의 선단크기와 

깊이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Data Base 

I 

뜰 
뚫춤’e히ures 

-
나
‘
 

1
매
내
깨
」
 

뿔듀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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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The hybrid neural network system for eddy current flaw 

characterization in tubes.) 

Classification Sizing 

E ~O&O<%-'~~ -

PNN 



결함션단의 크기를 산정하는 BPNN의 구성은 크기산정에 유용한 F3, F5, F7 

을 각주파수별로 선택하여 그림 3-3-21에 나타낸바와 같이 127n의 
입력충과 

6개의 노드를 갖는 한 개의 은닉층， 결합의 깊이와 결함선단의 크기를 
출력 

하는 2개의 출력충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빨뿔뿔밸빨s _ 

(그 림 3-3-21 Architecture of BPNN) 

6) 분류성농 및 크기산정 성능 

신경회로망의 성능올 평가하기 위해 표 3-3-12와 같이 각 인자에 대해 

결함의 깊이가 4가지(0.3， 0.5, 0.7, 0.9)의 변화를 갖는 1927n 의 결함신호률 

추가로 생성하였다. 

(표 3-3-12 Flaw signals for test.l 

F1aw The Number of levels The Number 

Type t d f of signal 

Inner 6 4 4 96 

Outer 6 4 4 96 

Total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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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표 3-3-13과 같이 결함이 존재하는 위치 (ID/OD)에 대한 PNN을 
이용한 결함의 분류성능은 F7특정하나만으로 100%의 분류성능을 나타내었 
다. 

(표 3-3-13 PNN cIassification) 

Actual Classified defect type by PNN 

defect type OD ID Total 

OD 24 0 24 
ID 0 24 24 

Total 24 24 48 

또한 BPNN을 이용한 결함깊이와 결함선단의 크기산정 결과는 표 3-3-14 
에 나타낸바와 같이 결항의 깊이와 결함선단의 크기변화에 따라 모두 0.97이 
상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표 3-3-14 Sizing Performance.) 

Linear correlation coeffication Defect Type 
Depth Tip width 

Outer 0.9922 0.9872 
Inner O.애.9951 0.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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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와전류 결합신호분석 예 W 

1) 결함선단 편이에 따른 와전류 결함신호 생성 

실제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애서는 대칭성 결함보다는 비대청성 결합이
 더 

많이 발생한다. 물론 이전 caseII 에셔 비대칭결함에 대한 적용올 해
 보았으 

나， 선단편이 (5)를 45。 기울어진 형태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그러나 

caselV에서는 비대청결함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서 total 

parameters중 선단편이 (5)를 하나의 변환인자로 선태하였다. 즉， 그립 

3-3-22와 같이 I-type, V-type에 대해 결함 선단편이 (5)를 변화시키는 비대 

청 결함 신호를 생성 하였다. 

(그 립 3-3-22 Flaw Types.) 

표 3-3-15와 같이 결함종류를 형상에 따라 2가지(I-type， V-type), 위치에 

따라 2가지(ID/üD) 총 4가지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속한 결함의 크
기 (w , d , 

5)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후， 각 결함에 대해 와전류탑상 주파수를
 2가지(l{)() 

암-lz/ 400kHz)로 변화시쳐 가연셔 I-type에 대해 2407~ ， V-type에 대해서 

2407~ 의 결함신호， 총 얘0개의 결합신호에 대해 생생하였다. 

(표 3-3-15 The number of simulated eddy current flaw signals and their 

conditions in simulation.) 

The Number of levels The 

FIaw Type number of 
w d 6 f siRnals 

lnner l-Type 3 5 4 2 120 

Outer l-Type 3 5 4 2 120 

lnner Y-Type 3 5 4 2 120 

Outer Y-Type 3 5 4 2 120 

Total 480 

* f = frequency ( 100 kHz, 400 k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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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flaw depth ( 0.4, 0.5, 0.6, 0.7, 0.8 rnm ) 
*w = flaw width ( 0.4, 0.6, 0.8 rnm ) 
*6 = tip deviation ( 0.0, 0.2, 0.4, 0.6 rnm ) 

’ 

2) 비대칭 결함신호에서의 와전류 신호 분석 
결합 선단편이가 있는 경우에는 결함 단면이 비대칭이므로 임피던스평면 
상에서의 신호도 비대칭이 된다. 결항의 깊이와 폭은 고정시칸 상태에서 
ECT 주파수를 1001퍼z와 400kHz를 사용했올 때 결함 선단편이를 0.2-
0.6mm까지 변화시키면서 얻어진 와전류 신호를 그림 3-3-23과 24에 나타내 
였다. 그리고 그림 3-3-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단편이가 있는 신호들은 
원점에서 시작하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부분에서 X , Y'축과 만나는데 
교점을 Xj.Yj 라고 하면 이 교점은 vector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를 intercept 
vector라고 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었다. 

Intercept Vector = (Xi , Yi ) 

intercept vector를 크기와 위상으로 표시하면 

Intercept Vector 크기 =1저+1경 

Intercept Vector 위 상 = 때 -1옳 
와 같이 주어진다. 새로 정의된 특징과 결함인자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 
해서 I-type과 V-type, 관내결함과 관외결함에 따라 결함선단 편이와 갚이， 
폭 인자를 각각 변화 및 고정시켜가면서 intercept vector의 크기와 위상올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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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1JOt (1ip t:NaIC:rI 02 - ßS \!t패키1>OtQ8， ...... 고정) 

-T"， O뼈뼈어1 0.2 

••• Tìp DIviation 0.‘ 

- - T1p 00VIeti0n 0.6 

(그림 3-3-23 100 빠iz에셔 비대청결함의 션단편이 변화에 따른 신호의 변화양상) 

(depth:O.8mm, width:O.4mm fixed) 

‘mtr: {TIØDI“‘cn ß2-ß6~DdQ8， I/H'Q‘고잉 

-11ø O삐빼。n 0.2 

-11ø1liMl‘on 0.4 

-“·κ，. 1 •••• 1100뻐...， 0.6 

(그림 3-3-24 400 따iz에서 비대청결함의 선단편이 변화에 따른 신호의 변화양상) 

(따pth:O.8mm， width:O.찌nm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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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Defi미디on of intercept vector) 

결함 인자 변화에 대한 intercept vector의 크기의 변화를 그림 3-3-26-28 
에 나타내었는데 깊이와 폭올 고정시킨 상태에서 결합 선단편이(0.2-
0.6mm)의 변화에 따른 intercept vector의 크기 변화를 그림 3-3-26에 나타 
냈으며 결함 선단편이와 깊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결합의 폭(O.4-0.8nun) 
이 변할 때 intercept vector의 크기 변화를 그림 3-3-27에 나타내었다. 
~ 결과로 결함 선단편이가 중가할 때에 결함신호들은 특정방향으로 이몽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동현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결함 선단편이와 폭올 고정시킨 상태에서 결함의 깊이 
(O.4 -0.8mm)가 변할 때 intercept vector의 크기 변화를 그립 3-3-28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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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v-oo 

o a2 ~ "U 1~ 

(그렁 3-~잉 결함 폭과 imart ‘Ædu의 크기) 

11.2 

l-fJ 

κp 

o 

(그림 :t3-:B 결함 갚이와 imJ:t 、ab의 크기) 

그림 3-3-26-28올 고찰하면 일반적으로 결함 크기에 대한 인자
가 변할 

때 intercept vector의 크기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결함 션단편이， 갚이， 폭 

에 따라서 intercept vector의 크기가 일청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intercept 

vector의 크기는 I-type과 V-type, 관내결함과 관외결함에 관계없이 각 결함 

인자(결함선단편이， 깊이， 폭)값의 크기에 비례함올 알 수 있다. 

결함인자(결합 선단편이， 깊이， 폭)변화가 intercept vector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4가지의 c1ass (I-type ID, I-type OD, V-type ID, 

V-type 00)에 대한 결함위치와 결함 션단부의 형태에 따른 확률밀도함수를 

그림 3-3-29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intercept vector의 위상은 결함 선단부 

의 형태보다는 결합의 위치에 따른 정보를 잘 반영하고었는 것으
로 나타났 

다. 

- 110 -



.. / X ζ/\ 

3 
iI 까 /( 

2s /1 끼 I I 

2 

15 

05 끼I I I 

·’/' ;1, ~ 
024681115182327313539‘3‘’ 51 555983877'’ 757983879195 99 

(그립 3-3-29. 위치정보에 대한 확률밀도합수) 

3) 결함선단 편이 에 따른 비 대칭 결함신호의 특정추출 
CaseN 결함에서의 특징추출에서는 기존의 Casell 에서 사용되었던 특정으 

해석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표 3-3-16과 같이 23가지를 추출하였는 
특정의 정의를 그림 3-3-30, 31에 나타내었다. 

로써는 

데， 이들 

(표 3-3-16. Features extracted from non-symme미c ECT f1aw signals) 

Resistance 
Resistance A ngle 

F 1. First Peak 
F2. First Peak 
F3. Second Peak Resistance 
F4. Second Peak Resistance Angle 
F5. IFirst Peak Reslstance-Second Peak Reslstancel 
F6. First Peak Reactance 
F7. Flrst Peak Reactance Angle 
F8. Second Peak Reactanc. 
F9. Flrst P.ak Reactanc. Angle 
FI0. IFlrst P •• k Reactanc. -Second Peak Reactancel 
F l1. Flrst Peak Imp.danc. 
F12. Flrst Peak-Impedance Angl. 
F13. Second Pe.k Impedanc. 
F14. Second Peak Impedanc. Angle 
F15. Startlng Angl. F16. Endlng Angle 
F17. Flrst Middle Impedanc. 
F18. S.cond Mlddl.lmpedanc. 
F19. lFirst Middl.--Second Middlel 
F20. Junction Polnt κfagnitud. 
F21. Junction Point A ngle 
F22. Interception Vector M agnitude 
F23. Interception Vector Phas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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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ance 

- Resistance 

:g 
g 
; 

이 .. 。

(그립 3-3-30. Definition of features for non-symmetric ECT sign려s.) 

(그렴 3-3-31. De하뼈on of features for non-symmetric ECT flaw signals) 

4) 선단 편이변화에 따른 결함 분류를 위한 특정 선태 
결합의 선단편이 변화에 대한 신호를 잘 보여주는 추출된 특정들 중에서 

유용한 특정들의 선택올 위하여 표 3-3-17과 같이 크게 sizing 파 

c1assification으로 구분 할 수 있고， 또한 c1assification에 대해서는 

location (c1assificationl)에 대 한 정 보와 shape(c1assification 2)에 대 한 정 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크기산정을 위한 특정으로 Fl (first peak 

resistance) , F5( I first pe왜 resistance- second peak resistance I ), FI0( I 
first pe빼 reactance- second pe와 reactance I ), Fll(first peak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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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 I first midd1e- second middle 1), F20(junction point magnitude), 
F22Gnterception vector magnitude)를 선택하였고， 결함위치 (ID/OD)에 대한 
분류를 위해서는 F15(starting angle), F16(ending angle)올 선택하였으며， 또 
한 결함형태(1 -typeIV -type)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F15, F16, F19( I 
first midd1e- second midd1e I )를 선돼하였다. 

(표 3-3-17. seJected features) 

Selected Features 
For Sizing Fl , F5, FIO, Fl1, F19, F20, F22 
For Classification 1 F15, FI6 
For Classification 2 F15, F16, F19 

5) 선단편이 변화에 따른 분류성능 및 크기산정 성농 
앞절에 기술한 결함선단 폭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단편이 변화에 대 
해서도 확률신경회로망(PNN)과 역전파신경회로망(BPNN)올 이용하였고， 신 
경회로망의 성능올 평가하기 위해서 표 3-3-18과 같이 각 인자에 대해 결합 
의 깊이 (d)와 선단편이(Ii)의 변화를 갖는 96개의 결함신호를 추가로 생성하 
였다. 

(표 3-3-18. Flaw signals for testl 

Flaw The Number of levels The 

Type Number of 
w d 8 f sÏlmal 

Inner 3 2 4 2 48 
Outer 3 2 4 2 48 

L‘ 

Tota1 96 

이에 따라 표 3-3-19와 같이 결합의 존재하는 위치 (ID/OD)에 대해서 PNN 
을 이용한 결과 결합분류성놓은 F15, F16 만으로 100%의 분류성능을 나타 
내었다. 하지만 결함 형태(1-양pe/ V-type)에 따른 결함분류성능은 54%로 
상당히 낮은 performance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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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 PN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1 for 1ρcation 100 % 

Classification 2 for Shape 54% 

또한 BPNN올 이용한 결함 션단편이에 따른 크기산정 결과는 표 3-3-20에 

나타낸바와 같이 결함의 깊이와 폭 선단 편이변화에 따라 모두 0.97이상의 

상관성올 나타내었다. 

(표 3-3-20. BPNN sizing) 

Defect Linear correlation 

parameter coefficient I r. I 
D맹th 0.99 
Width 0.'Yl 

Tip deviation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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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4절 와전류 인공결함신호에 대한 지능형 신호분석 

1. 와전류 인공결함 제작 및 분석과정. 

이전까지의 과정은 FEM 모사결함신호를 4가지 case별로 제작하여 결함 

분류성능을 알아보았으며， 이전과정을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는 FEM과 동일 

한 조건의 인공결함시편을 제작하여 모사 결함신호와 비교， 분석 및 결함특 

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Eddy 
Current 
Features 
Extraction 

Oeciskln 
Ma에no 

Algorithm 

(그립 3-4- 1 인공결함신호 분석과정) 

경l!IlI!성 
F(x,y,z) 
-륭류 
-위치 
-크기 
-양g 

그림 3-4- 1과 같이 인공결함시편(Inconel 600)의 신호를 MIZ-27 장비를 

통해 획득하여 PC에 binary형 태로 data를 전송할 수 있으며， 실제결함신호를 

FEM을 이용한 모사결함신호와 비교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 특정 

추출 및 선택과정을 거쳐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공결함에 대한 

분류성능을 알아보는 실험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와전류탐상에 이용된 

실험장치는 그림 3-4-2과 같다 

(그립 3-4-2 와전류탐상 실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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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실험에 사용된 결함시편 및 probe) (그림 

• -----_._. __ ._._._-_. __ .- • _._._._._. __ ._._._._._-• • • -_._._._._-•._._,-"_._._--_._.-• • • • • • -'-'-'-•• 깅 

248 mm ., 

0.6 rrm 

E
t
」--

0 .6 mm 

O.3mm 
에dth 

Wldlh 

0 .3 mm 

VV- type 결함) 

r 

‘ --- . , 35mm 

ID 3-4-4 

0 .3 rml 

Width 

(그림 

Wldlh 
0.3 mm 

E 
E --

-}• •.. • .-._------‘ ......... 2 <1amm • • -

VV • type 결함) OD 3-4-5 (그림 

실 probe를 bobbin lnconel 600관과 

- 116 -

봐와 같이 보이는 3-4-3에 그림 또한， 



ι》;)14‘ 
。

4 
q 、 i

“ 
τ
 

η
 -이

 、
끼
 이 

( 
、
;
’1 

j서μ
U
 

t:1I ι
1
 

ι
 

, ‘ 
j 

‘ ‘ t 
、ì 5il § } 、 ! (}쉰 1, (}D 

-
、‘ ! ’ 겹

 'H'J 、 i 

R’: κ
 

~ 1 ’ i m ” …… ‘:;J 

i μ2 " ι4 
t 

;":-1 }.l ~산 --… 、3 

” 
、, f ‘ \^,‘ ) 

7-; c",-j 
ι→ 1-:1 

ι1.(간 1 

1; y)" 、‘1 약도 。
、-( 、• 

、? 

? 
시
 끼 

a 
야
 
c 

‘ ”” 이
 카
 

끼
 

、

ι
 

-‘ ‘ ‘ ‘ 
ι ~ 、→

/ 

사
 η
 

시
 샤 
: 

1 
시
 
사
 

ι! 

~. -:d ‘ ’ 
’::," ",:1 τr 씬 ’} c}i ‘ 

1 서
 
“ 1 

‘ νζl 씬약 R 써
 

” 
i 
F 

j“ 

ι
 ” ι/[ t11 야 iii 의ε ，，;1 

하 '?~ ?’ ?} t ;)}." 1 0] 서 Y’}샤이| λ: (1 격 은 λ).0] "1 잉 ü 

‘ì ~_ 갇??1 ε” 안L 상샤여 ν
 

• 

q、
n 
“ 싸

 
원
 

”” r -” J” … … 
씨
 

서
 
l 、

J 

t 1 -‘ ‘ ‘ i 씨 ii?j 잉이사 

~r l?] -~;J 칭도잉 30rnm 
. , ‘ 

” 」약
 

J 1 
/ ζ ’ i~d: →ç、

O ι 1 i1 s，~ 션 H 션 
L; 

。
、‘ 써

 ι 

J ” ; 
• 01‘서 

FElVf 강 :3 ι} 얀 ci -{)nlnl.;~; .. 섭:~~J- :;' j. :tj 겨
 
” ι

I
 

-
사
 넉 

~~~J 5'J .. 얀~E」￡ 

3 서1 7{sF 

:?d •§ 각 ?i 

하았으니〉 

보인1 강 ;5} () 

3Ei익 링 

c:}사 

나
」
 

연
 

” 
써
 1.l lTHl1 ~:;=: 

, LJ 에
 
… u 

j ” ? 
-

끼 얀 가 :Zi 

r、 1
-i.'. 

‘ ‘ ‘ η
 

… ~ ‘ ‘ ‘ ‘ ‘ 
. ‘ ‘ ‘ ‘ 

λo 、(

r ’( 、 • 

자
 

처
 이
 

r 
• j 2、 l 헌 은 

‘;!. I • ~.'l 'i;:~ 약 ( 산흐~ :,;-]. FEp、 i
‘ ; • ., 
ι ι1 

l • u τ 

‘) 
/ 

.. "' :，:~’ u 치 § 섹 ~L7! 샤 ;:~ λ 、 사 - 、

M 
l 

, , ‘ 
I 

꺼! "( )':~ 
、'?J 서 、1←

。 、←
?; 서 

ι 

i 、l 

、

” 
、-( 

:‘ , -시
 씨 깨 

” S 
l 

‘ ; 
ι
 L-t ‘ 깨 1~.9i 에

 

” 
、“ 

1 ’ o i ’ 
ju 

역 ?μl ‘ 나
 
1 사

 기 
9
잉
 
이
 

’ 11 ?} 생 -)1‘ -ql 
>ι

 
‘ 셔

 씨 

t … … … ‘ ‘ R 

i、marν !’ q ‘j1-D 
/、1」

자
 
ι
 

‘ 
? 

1 i 
i ιk‘li‘ ’J 1;1 

ST)'-;11 λ1 ‘사 상 :?j" l:l! ‘l\lt? ‘ 1 

" 
" • 

I .. :;: .. "i1 ;t ‘ r 

‘ 각 /3 o| Üf 
、t:l ]~장 f' 형 nl ‘,:,- -:=' 

j r 

ι 

「U f. 앙사았 X 약‘ 핀 
, 
、

‘ 

시U
 

셰
 

” δ
 ι 

”” 
ι
 

υ 4rnm얀 ?~ 01 각 t" 셋‘약 mv 
• 1 ι1 ‘ f 

ι1 ‘ ι 시아 I.vpt v ()I:) 4r!}kiLfG1 A i 약 

???j 나 {,F 샤 /1 :으야1 

i ,'" '.: -; \;-] i FEκ1 

( :.1 i;n ::; 4 μ i ‘선diz LD lyp‘ 끼 t '~}/~~ _<~ε 1 시 5 

ιì:U.:~: ， 0.4. O,(}rnìn) 

’"l7~ 

、
l i … 1 … 

、



영안~:::) 짜 、u:' 거3 (a1 FEìYl 상 ?「 ?’ ,Y-

ul ~îJ!.) iJOkHz III 、 type 강 항 산갱 

(j:(J,:Z‘ 0.4, 0.6tnrn) 

‘ .:.I-t‘J :347 

(씨 O.:3mm f‘X, 

까잉끼호 찌
 

시
 ν
 

끼
 

샤
 이
 

e1 잉산호 (;,) FEM 

lJ l →씬 겹 상/:~.l }~ !，~ i 형 ~1 ,:l-. ?j 100k싼z OD"1 type 

서 0.:2, 0 .:1, O.6-!nrn 

118 -

>

” ” f n ” ι
 
씨
 

” 
” 5 1 

、



;-iAl 끼힘 선호 /-:1 ，;;1 、‘ 7、
s ι ι {섬 FEi\{ 

-• J 써
 

1 i ~--r ‘~i ? .,1 q μKHιg μ on 、 rγpé" 

dO ‘ 0.<1 선 t1ijijn) 

감항 ζ 

、‘ ” ” 에
 

ι
 σ”
 

ι
 
; ‘ ‘5 、

3! ‘ ι~'1 ，~ N 세 (b) τ ~: 
-

‘
이
기
 

샤
 

i 

g 
ε
 

/ ” ι
 
l 

‘ --7 

ι
 

씩
 

) n n 
i 

씨
 

-‘ -ι
 
‘ 
、

1 
4 υ

 

” j u 

119-

? '~Ej :~ /.1. L l) ι1UOkHz ID ‘γμ? 
v ‘ l f n 

끼
 

。、; / ( 
、

‘ ‘ / 1 
、



(b) 성 1’ -?jl.염 산 .ç 겸한 <~l.，，~-la、 FEJ、{

、-• Q α
 시
 

t 
경딴산 :ε 

éW.2‘ 0.4, O.6rn ‘ γ1 ) 

í ~~:1. i시 3--'4-- “,OOldlz IDV 1.ν1)( ‘ 

l δv:CL3rYtrn fi x, 

~l 양 얀 흐 

‘ 
r “ 

ι
 

벼
 

f 

샅게 

낀항、. ~ç ‘ 1. ~J 3 -4 . 12 !;UJkHz OD. 1 tn샀i 

d:O .. :2, 0，숫 O.Gnnn} ,) 

- 120 -

(b) " j 

!w:O.3rnm fì,‘’ 

(,Ü FEM 



，"1ι Ì- -'-1 -;7; 
;;:~ ;-j " : .'"• 

이
 사

 
J 

1 
/ ’낀 <::! ~i FElvl 

산=;;，: YP(> ~~f 

‘ i:Q.2. (L L CGnlITl 

:j;j U ;ilXJkHz UD \ 

(V,i‘ {j 、~n:nn fú.:. 
‘ ’ ι ‘ ν 

n 
/ t i 

ι
;
 

… ” 1 ” ” --
Q ‘ tl j 약 :.:::11 rι[ 사 션 호 ‘'~11 3. F표λ@ 

;:，'I.f~ 빙 t섭& 

〕xiλ} 션상 " 꽉낀 sca LC r) j] ‘야.Li t. ."1 싱에샤 C;.~ ~g .fi .~'l' <'J 호으1 ? 호 υIl 웅;-EM 

각각약 =-1 i'{l :3• 1 .. 14 

I~ (.';i 71 샤 lnUTl ':d 
‘\;! 깐 ói~ -"1 히 샤 pf (,1 c ‘ γl -,.J λ“ j 상수 년1 생 판 야 성。: 

F 파수(100kHz. !CX 샤‘dlz) 샤 lD lt、‘Li‘ 。};;Joì 
t.-_ 

<:: 1 T:: _~J 
)λ ← ι I 

•• 0 

• 1 •‘ 

-j 
꺼
 「

J::J 샤끼펀산 εI감3 ‘ §ε{ 야 r 
‘-ii relχ、rencει1 까 

덩약한 야
 카
 

” ”” ” [r 
J ” ” n 윤 1 간 ε 걷잉 션_，~._ 01]샤 ι} ι;j 야 l lOn l1a]! ze .)} 

t 'J ì .:;j1."{샤였 fr 
깐팩꽉 ι~Jt L 1-

5L 약션흐s:} 

reft'n~Tlcε선 ，~t :~:. 

12‘ 

F쪼;vr ! - tVl“: ':cl 연 。i

n.t] {~-ζ써 

~E 션 냐 야 ι1’ ‘3j 。」삭 ‘ 
71 

r}’ 갱 생 FB 



Jfr

‘ 
… 

tj””… 
J
ι
 

” 

-‘ 

‘ 
e 

/ 

「
‘
、1
?
l」g

서
‘μ
”
’3
r
f
、
 ν-
-
‘
4‘
、
，

’
적
 

ν‘1
 

ι←ν
ι‘
、
、
/
、

/
1
1
γ
ν

、
‘

””‘,‘‘‘‘‘ 

; 

ι
 

i l;i1 (a) !fXHüL (1) 1 ’ rÿ!ι‘ 션) )'100k11z lD 1 'J 、 p~、

calíhl ‘ rrJon) 
“ ” 
ι
 

에
 까 

Hefere!1Ce 얀 _9: ( 성 L1 섣 3-' .. 4-.'14 

nl ~l 쉰?:~- 01] OAmm연 ι 야 7} 침서 니 [ι←앤 ::::--4 썩이 •? 연1 
~-.. '-Yi 경''1 

‘ “ F o 사
 
• 

1 간 ~u-ón 
1 

• 1 

4 
4 
1 

γ
 
, 
、τ ‘ F 사 α; ι

 ι
 

… 이
 

l t a t 사
 

? 
]

、
ι
4
 

[H i~ι 끽 성 ò11 ‘• Hici[,f, nitude 

1 -type 약 
;ι1 _fL 
--1 0 

c;ln"얘 OD 

jA상 factol 치 

에
 찌

 

-‘ ” ” , , ‘ 、1 ι
 ‘ ‘ 젓

 이
 
‘ ‘ 주 파 ;‘ r 갔、GJdlz ,"1 j-4 1::;'; • 

약 71 ~1 ~:~-11} refe!y‘Tì CC---:~J_ ~tt ún 서 경침~어1 

~t~ _-í! 았 tiε 

핑 〈단 얀 (), ‘mm91 

~잉 여 깅 3'-1 

(1)) '100kHz OD ]'] ‘γpe ;~;~ ~~r 

l거 써 t-;:il ‘ m 1 '‘ ()잉 ltypco l] LH 얀 

- 122 

〈서} 1 ()(상.;:I-]? OD -----1 ‘ ÿ'PC ζ1 

--) <}, l 
、 " 



:z 잉 :{- ''L :t G----19 、1} 샤~_~ refεn:~ncc-<'J 1~:~:_ cH 스; ?”’ c;] '2;1 \~‘ 산 ~~_ o{ I 씨 "lj 

시 ι 상 iact.or‘ 이 딩 5} 석 FE영 :Lλ1;1_9~_)l 1 샤 ;ι4'겨잉았 C!- ， 

“) ! 1 、 pt: E 、、~F: 강 ” \. ;가 ITyp、 FFM 상 

lι) V.'T\p(~ EX1 ’?~ ‘d) 、 X“ n “ }‘EI\l-'~î 

Z t,-.’ <1‘l(씬klL 1D ty!,,' FXP 8z Fεκ i. >~:~ 낀 야 lF) 

- 123 



μ1) 1. Type EXP강 함 

{ε〉 ν ry-pE‘ EXp.;~i_ 한 

~_:1 혐 3--4--17 i[(셔JkHz 

꺼，} j Type FEIvl 경 

{ι[) VType FE!\I1 섣 함 

ID type EXP S: F‘ôM 션 ~J 
] j 싱

 η 

- 124 -



(~1) J- ~[ 、 !X‘ r::XP:',j 까 (b) lTyv、 FEM'r{ 상 

(c ‘ -.-'[\T(' EXP-~~]_ '%r (d) \，--'1'、 ，、、 FEM섣 섣 

{ ’ 텅 ;; 끼 l \. ‘、kHz 0]) lype EXV .:\: 용 ε]\;) 경 

125 -



(b’ 11、ype F! κi 침 한 (~μ 11 、 pi:‘ [EX?영 장 

(,jj V 'Typ,‘ FElvl :.r-l 항 {c.ì γ T::/pc EXP~갱1'1 

” ” ” ’ ‘ ‘ 

한 Sl :~:1 Z(!: rl :i~ 능 
아 ‘사 c+ ."J:L 

EXP &, FEχ{강 풍 

보사설한 :-1ζ 잉1 '::1 딘쩍한산 i← 7} 

산원 상야 ?:I ~=:~ 

‘ )1) t、 oe 1O(’kHz { ←Z 침 ::3 '/J 'J ‘’ 

결 i • FE1‘/l 

쩌 ?r 91 

~'7 

• ‘ 

!D type 

3，4 ←‘신，1‘’ 

()，1γnm 깐 '"n.n• \' --t:v P(‘닝’ lD t1'd 
iι D 

」 잉 하지낀‘ 

111 려이 

'--1• -q ι，~t I:L 
우l U} 이1g 

?1 캔성‘윈 ,:::.:c. ci 
ι • 
~1 

λ f. c 1- ,'cl 
。 ’_) -~ f 

겸암석 

’ ~L ,::. 
션학 、11 ,;:;.) ::':-1 

/1 type::~i lD 

lC성)fdlxO!! λ-1 ~;-l 

t :r ì 

-126 -

있 ~~':i. 

정 .-:;:.. ~:~~ m;il~nitude 

f' _.1: ζ{ 서역 
• 7 

ι 

00 tγ‘x、
잉 n -~:r nî! ιf 



reft:、rC'D(、ε <'J , _!~→ ùl 니} -,- ~[' ~v' De낸 γ : 한 l、J 하 ::L ?l! 

effεct 5↑ 

]iftoffi-; 각 7] 

ιJür、잉 • 1 f i 
샤
 니
 
• 
? 

[

S’ 갓 
、” 1 
r 

j 
4 
-

y nì 'I_'! 
',_: • r' 

? ;:.-1 
>

i、 1. 0191

연lι 약잉 C~' jι 

; ‘ pmLc ι]← 

8H;산 i;j' 7] ~"1 

ti ι핑 설。” ?} 

ij 깜자수 

성확 öl 

Ll /ι -i SLùl.! 니 
1 、 () l-j 

~)'ì ., f 

’“‘ e 자사(，.fl 

얀l. ，~g ~~~ 
d 

υ
 
, 

-G 
끼
 
~ ο

 η 
q 

l 
호 끼; 。 1 ξ{J tiJ \! ζì <，]호쉰 씬Eι1 

q’쉰 
~':g 삿 선 llj~，j 으 ..:,c_ 

〕、: 약션 :9~ 야 경 씬 ! /'j 꾀 

ι
 l 

J 
ι
 
… ” 까

 
C 

i [
j 3 각

 한 5tg 

ιι 팩]}‘상 c] ~:.t ò':;} ι1: 1 ι3 "J.깐ι 션항 

q 응 FEM 
‘ 

시
 

、

끼
 
、ιfi 

、

이
 
… 

-J 
u 씨

 
“
、

4 
-」4 τ，( lOOkl! :o: 

우1 삭센 

갱 ?l 폈
 

、n 
ι
 

c 
α
υ
 

갚아가 tγpe 약 m "1"'1-,'-" 

'iI 힌 
-u 

κ
 

<‘ ‘ ‘ ‘ ι
 c 

i * 
‘ 

、” n 
。

} } 
-ril 씬 

、” ’ ’ ’ / 、

” 
μ
 

싸
 

-
팬
 

… … i::i;1 ö] refet ι l1C(:< ’ 
; 용 e1?1 i } 

셔 

‘’ <:>i ,<, 1-') ?} 이}) i100kHz m î 、 pe x -
、(a) L!.){’“Hz 1D 1 

‘ 11ibrati‘J r1) ~:1 ~:~， ö!i Fdeænce i -.:1 ~2(j _::L 강 

OD .~-t 。

yi 적 '，~， f- (셔 닝 있 c:ì 

:3 -'-~간시 「
」
i

? 

~ 

、l! 사 새 

으
 ε
 

、
“

/ t li-!• ~j fac i.or 
어1 t: 

‘ 127 -

:;'-1 ~:-i 얀 

ι1 s~J 

'--.1 
) 

。n 서 

αq)jh 얘 υ tJnm、 이 

， ξ fcret1cf<,,1 

l.--tyjκ 팩 

ct 씬 



(a) 100kHz OD 1 ’j、야 lC :~j1.~} (b) 400kHz OD l- TYJXè 약함 

(_~.I -i!'J ~3 -4--2‘ OD I. 'l ype'각1 다} 딴 .l~ 경 Lτtι‘r 서 ß- ~~12;") 

1 영 ~j . ,1 . ~22 -.- 2;)‘피서늠 refCrCflC( 산 호 섣 상 션 등 r .~:1.:s~ 에 ι” 

파 c셔 꾀 싱 !;J(‘ to’-특 

(;3) [- t'ype 1:‘ XP엄쉰 (1.>) j .... 1νl“ FFM 감상 

’ 128 



(d) 시 1 “ II‘ FEκ1 ':i 

EXP ‘~， FE]\[ 션감 1야 ;:"-1 §‘ typc 

(c) V-T、 p‘ EXF간 

/ 없
 

써
 

-

4j 

h
J
:

펌
짧
”
”KU
γ
…F
 

{• 

사
，
 ‘ 

、 b) 1. T\'rìE、 F옹 ?\'Í. :-}) 

- 129 ~ 

‘ ìJ -T\'1 、 、 ξXl ’ ? 



Cd) V-Typ、 FEM 깐 항 

EXP 8;, FEM쉰 항 1시 :ti_~ ) 

r
J

、
，
‘
L
&

좋
?
η
r
 

[D (‘?pe 

‘c) 、 'I\rpf、 EXPi:J '1:: 

-JOO!{Hz ~1-. 4 -. 2:~; 

”“/ 

/
/
，
찌
행
잭
니

j
F
γ
「
 

” 

L: r. q1 

“ 
이
건
 

시
잉
 

재
 

” • -l 
ι
 

i 

꾀
 

‘ 
、) 、

[ / 1 
i 니

 

’r { 

130 -

(aj"rype EXp:0J 앙} 



‘C} 、 Type EXJ:J:~~ ;1.ι (;J) v-. ~ì、 p{、 _FT~~κf .~:~ 잉 

l 덩)kHz ‘〉잉 rYI“、 iιXP <.\: FElvI껴 상 l:ì! _ii!. ì 

스시[ ’월i;;ζ 

/이 JType EXPO \') (1‘ i r T、 pl' H~;냥 fl.~:j 

- 131 



[“) V Type FElVl 섣 잉 (c) γ Type E、XI'결 ?J 

η
 

써
 끼 

::XP 8;: FElVl ':1 '11 OD ‘\'pt~ 4(~)kHz :3 -4 -2S r •• ;"'.l ‘ -'.. "fj 

잉! 」rl j;} 

CT) type펴 

!경쟁 (~l 았니 

녀 야슨 .~;.l-응 

삿싸 ~~1~ 

웰씬 

김}깐 71 서 i 
불 Fδ{]1 삿 씬샤 

?i 쇄 ;3~ 용쩡 엽의 

rH ß} 껴 ID type S'-] 

JOO•J-Iz0!] 서 선 

까 J'I- F표rF‘3 

rerιTcnc'(' ‘l ‘ ιFt 상 싹 δ]. ,’1 3_각까 I ‘EJ\:f:~L 얀 감 믿 4 t 

닐 lls’÷ 

다펀 

산 ~çç-샤야 

1ι 사강?!사수 

'~;:l -'냉:1 fl'i) • 1 깅'- /1 

.::;:: ι‘ 
、 E 걱용 t";-1 

‘• 
샤 -f}- ;7:→1 이}λ: 

F;{ ?} tj 

:S:~ . .::ι 

ιi 
o “ /、

;사이 1 • 

디
 

, , ‘ , 낀/냥。r 'l::H 
; 、ι

 、때
 

썼
 

~ 
약
 

m 、3

i 

,--,.
、，

.，，~~::. >~j ð:~ 
ι x 

았으 E약， 

.C ε1 
--r-~"';-한 

Jol-'i • li 

한 :;"[ 섣 ,11 

나 l} \~l융씨감 

, 
C 

>

‘」←

원E1'vl t:ìl 부 분 OD type쇄 셔 

_\f，야 :ll 았다 값힐 

펀，，;>- ß} -j~ 
:;;:-: 

‘• ~찔 산 "1Q 산딩→ 앙 

산 [i! 

1 ’、」‘1 ‘ -6i!::-'Tf'-' ö ι5- -~극← 

p"! 
>얀낸’침양성.:0~ 삭상쉐 파한 흔추정 f~철L 

얀상쳤협윤 션 ~성 꽉-~~~， !H 아1 약 용 낀-야 약샘 ι’r상연 펙 S저 힐 ‘I -!~ __ ~tL )' 1 

-~-}，} FEM 3‘} 쟁 하 삭 ;? 、 :(1 .... ~:~→ 
" 'ô "T ι， l 야나 장 효 ß} 1::} 션썩펴 성。i 1‘ 성 :~~~ :~~，- j!-'t 

~t! 한선::;;~핵 ‘H ε} cH 강 섣 ~침~여i 살써 등 -::j 깐 .Y, i _9., 
n 므 11재야 사 씻(?3 

、

이
 

r 
j 

씨
 얘 

많
 

“ i ‘ ‘ 

작-:}←책쳤냐 

”-야여 연 각 성 :~i ι'11 

t1 썩하였으펴 

야
 

i 채
 

q 

? 
L 

、

‘):~ 

‘ asem'객 샤 써펙 λ1 。4
C 

산 sL è써 ε써찌 서 

、↑차에 판한 

약깐 산 jLj 약 

7~ 

~f 앙→~팩 

PNN잔 

111ìpe‘ ìance 
、 J .~]- ;~-5-1 ‘사 C서 ;ι 
。.~! ''-.• (j ~:! 

J1H1XJtnU!γ: F6，，~.~"<) 쉰 91 
• r-::~1 Jl!_ 

132 

;: i- rJ 1 ι~:;.: '1τ 
gιi' _::: __ :l-"• 1 an t1. 1t、” ‘ “ 

니
 

( ? 
i 

x 패
 

“ 
。“ --j 

。 i ‘샀가 

샤야 



또한 BPNN을 이용하여 결합 크기산정에 관한 분류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이 원점부근에서의 심한 n01se와 lift-off효과로 언하여 

starting angle과 ending angle에 관련된 특정은 의미가 없었고， 특히 크기산 

정정보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magnitude와 관련된 특정과 maximum 

impedance값에서 발생하는 angle에 중점올 두어서 7가지 특정 

(F1，F2，F3，F4，F5，F6，F9)울 선택하였다. 

5. 인공결합의 와전류신호에 대한 분류성놓 및 크기산정. 

특정 추출 빛 선태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이를 통해 선택된 특정들을 사용하 

여 분류생능 및 크기산정 과정을 수행하여야한다.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D/B가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FEM올 이용하여 모사와전류 

신호를 표 3-4-1과 같이 생성하였고， Total 6007ß 신호를 모두 training data 

로 사용하였다. 

(표 3-4-1 Flaw signals for traiJÙng.) 

Flaw The Numher of levels The Number 
Type d w tw f of signal 

Inner 5 5 6 2 300 

Outer 5 5 6 2 300 

Total 600 
l 

특정선택과정에서 위치정보에 유용하다고 선택한 F6특정올 사용하여 실 

제결함신호를 FEM모사신호에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분류성 

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3-4-2, 3파 같이 두 가지 적용방법에 대해 모 

두 100% 분류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실제 127}지의 결함 set이였으나 m 
V-type 결함의 깊이가 O.4mm 신호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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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PNN classification.(적 용방법 1)) 

Actual defect Classified defect type by PNN 

양pe OD ID 

OD 6 0 

ID 0 5 5 
To업l 6 5 11 

(표 3-4-3 PNN classification.(척용방법 n)) 

Actual defect C磁려 defect ty빼 P썩 
type OD ID Total 

OD 6 0 6 

ID 0 5 5 
Total 6 5 11 

」

인공결함신호의 크기산정에 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전파 신경회로 

망(BPNN)에 적용해 보았는데. PN1'‘을 이용한 분류성농과 마찬가지로 인공 

결함신호를 FEM 모사결함신호에 두 가지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각 

각의 결함인자에 대한 분류성능올 알아보았다. 

‘ 

. 
’ 

. 

• r 
f
l
κ
 

r 
fl
‘ 1l 

魔
π
 (a) 적 용방법 I 의 depth (b) 적 용방법 n 의 depth 

(그림 3-4-26 인공결함에 대한 depth 분류성능.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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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인공결함에 대한 tip width 분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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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방법 I 의 width (b) 적용방법 n의 width 

(그림 3-4-28 인공결함에 대한 width 분류성능.) 

그림 3-4-26-28에 나타난바와 같이 FEM 모사신호에 대하여 실제결합적 
용 결과는 두 가지 적용방법 모두 높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두 번째 적 
용방법 이 첫 번째 방법보다 좀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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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적인 결과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원인올 분석하기 위하
여 FEM 

을 이용하여 인공결함과 통일한 크기의 127)-지 결함을 test data로 제작하여 

training data에 적용한 각 인자의 분류성능올 그립 3-4-29-3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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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i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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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FEM test data에 대한 depth 분류성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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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FEM test data에 대한 tip width 분류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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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test data에 대 한 width 분류성 농.) 

그 결과 FEM data 자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활 
있었고 tip width 분류성능에 대해서는 sizing 구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었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 언공결함신호 측정과정에서는 lift-off효과와 wobbling 
현상이 발생하여 신호자체가 비대칭성 형태로 발생하였고， 특히 ODtype에 
서는 ID type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3-4-26-28에서도 알 수 
있듯이 ID결함의 분류성능이 OD type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tip width에 대한 결합의 경우 VV type의 slzmg분류는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파수를 400kHz로 사용했을 경우 주파수 침투깊이 
효과에 따른 OD type에서 왜곡된 결함신호가 대부분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지능형 신호분석 결과 실제결함의 sizing분류에 대한 perfonnance가 많이 떨 
어졌다. 기존의 결함신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결합언자 중에서 폭(w)과 선 
단 폭(tw)의 경우는 임피던스평연상에서 결함신호를 분석할 경우 magnitude 
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 나타내지만 깊이 (d)는 위상과 magnitude의 모든 정 
보를 동시에 반영한다. 크기정보를 반영하는 3가지 인자(d， w, tw)에서 결함 
깊이 (d)에 관해서 좀더 높은 perfonnance7]- 나타난 결과는 위상에 관련된 특 
정이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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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결론 

이번 2차년도 과제까지 진행된 결과를 요약해본다연 수치해석 프
로그랩을 

사용하여 case 1 과 caseill에서의 대칭단면을 지닌 모사결함에 대한 폭(W)， 

깊이 (d) ， 선단 폭(tw) 변화언자와， caseIT 와 caseN에서의 비대청단면을 
지닌 

모사결함에 대한 폭(W) ， 깊이 (d) ， 선단 편이 (6)의 변화인자에 따른 결함신호 

특정 추출 및 선택과정을 거쳐서 PNN올 이용한 분류성능과 BPN1‘올
 통한 

크기산청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제가공결
함에 대한 

FEM 모사신호의 적용검토 및 결함 신호분석， 이렇게 세 가지 과제로 나누 

어볼 수 있다. 

본 과제에서 첫 번째로 수행한 대청단연(case 1 , caseill)을 지난 결함에 

대한 결합평가에서 case 1 에서는 흔히 배관의 support plate t.f tube sheet로 

인해 발생되는 축대청 결함을 와전류탑상 모델랭하여 결함신호를
 예측하였 

고， 특히， caseill에서는 VV-type에 대한 결함 분류의 문제를 결함선단의 

크기변화인 크기산정의 문제로 재 정의하고 결함분류의 인자를 
ID와 OD에 

대한 결함의 위치정보로 단순화시켰으며 결함깊이와 결함션단의 크
기변화를 

잘 반영하는 특정을 추출한 후 확률 밀도 함수와 상관계수를 구하
였고 그에 

따른 특정을 선택하여 PNN으로 ID와 OD에 따른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100%의 perfonnance를 또한 결합선단의 크기변화인 sizing정보에 대해서 

는 BPNN을 통하여 0.97이상의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행한 실제 원전 증기발생기 세관에 발생 비융
이 높은 

버대청성 결함(caseIT ， caseN)에 대한 평가에서 caseIT 경우는 기존의 대청 

결함과 45。기울어진 비대청결함 및 K-type 결함올 적용하여 연구룰 수행하 

였다. 비록 PNN을 통하여 형상정보에 관한 높은 분류성능을 나
타내었지만， 

크기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정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sizing문
제해결을 

위해서는 BPNN으로 접근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
릴 수 있었 

다. 또한 caseN 에서는 비대청 결항의 선단편이 (6) 변화에 따른 결합신호 

를 분석해 보았다. 비대칭 결함단면으로 인하여 엄피던스 평면에서
 신호가 

비대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단편이가 변함에 따라 결합신호들
이 어떤 특 

정방향으로 이통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intercept vector라는 이름으 

로 특정을 정의하였다. 또한 비대칭성 신호에 대하여 기존의 caseI
T 와는 다 

른 특정들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추출한 특정 중에서 유용한 특정
을 선돼 

하였다. PNN을 이용하여 위치에 대한 분류성능은 100%이었으나， 결함 
형태 

에 대한 분류성능은 54%정도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BPNN올 이용
한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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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대칭결함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함크기에 대한 산정크기의 상관계 
수가 0.97이상의 성능올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F퍼l을 통한 
모사 와전류 결함신호를 생성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제한된 4가지의 결함인자 
(W, Wt, d, 6)를 사용하였고， 이런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결함신호에 대한 
특정추출 및 선택 과정을 통하여 결함의 분류성능 및 크기산정에 대한 결과 
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기존의 FEM올 통하여 제작한 모사신호의 D/B를 토대로 이번 연 
구과제에서는 인공제작한 결함시편을 통한 실제결함 신호로 얻어지는 결과 
를 적용 빛 비교， 분석올 해보았다. 비대칭형 결항은 제작이 용이하지 않아 
서 대청 결함에 대 해 ID-I, ID-V, OD-I, OD-V type 총 4가지 형 태의 결함 
을 제작하여 미국 Zetec사에서 구입한 MIZ-27장비를 통해 실제 결함신호 
를 측정하여 binary형태의 data를 PC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data는 
Matlab tool을 이용하여 인공결함신호를 수치해석프로그랩올 이용한 모사결 
함신호와 같은 형태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하지만 실제 
결함과 FEM모사신호와는 magnitude와 위상의 scale이 달랐으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방법을 통하여 접근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주파 
수OookHz，400kHz)와 ID， OD에 대 하여 각 각 I-type의 depth가 O.4rrun인 결 
함을 reference 신호로 선택하였고， 두 번째로는 실제결함올 제작한 시편올 
절단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결함치수를 측정한 다음 FEM 모사신호의 결함크 
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ID I-type의 depth가 0.6rrun언 결함을 각 주파수 
OookHz, 400kHz)에 대한 reference신호로 결정하여 magnitude를 normalize 
하였으며， scale factor를 동일하게 다른 결함에 적용하였다. 위상 또한 보정 
factor를 구하여 다른 결함에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이러한 과정올 통하여 
특정추출 및 선택을 하였으며 실제결함에 사용된 특정은 FEM 모사결함신호 
에서 대청결함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던 caseill와 동일한 특정올 이용하였고， 
이 특징에 대한 결과를 확률신경회로망(PNN)에 적용하여 위치정보에 대한 
분류성능올 알아본 결과 100%의 performance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전파 신경회로망(BPNN)을 이용하여 결함 크기산정에 대한 분류성능은 
낮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깊이 (d)에 대한 성능은 상대적으로 폭(W)과 
선단 폭(Wt)에 비해서는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결함 인자 중에서 폭 
(W) 과 선단 폭(Wt)의 경우는 엄피던스평면상에서 신호를 분석할 경우 
magnitude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 반영한다. 하지만 깊이 (d)는 위상과 
magnitude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반영하므로 3가지의 sizing정보를 반영하 
는 par하neter에서 깊이 (d)에 관해서 좀더 높은 performance가 나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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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위상에 관련된 특정이 좋은 분류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D type 의 경 우는 ID-type보다 lift-off효과와 wobbling 효과가 더 많이 발 

생하여 신호자체가 비대칭 형태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 m 
type보다 훨씬더 낮은 perfonnance를 나타냈었고， 주파수를 400kHz로 사용 

했을 경우 주파수 침투깊이 효과에 따른 OD type에서 왜곡된 결함신호가 

대부분 발생하였다. 또한 인공결함 시험편을 절단하여 분석해본 결과 외부 

결함 제작시 시편내부형상에 변화를 가져온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실험결과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FEM으로 

인공결합과 동일한 결함올 tast data로 제작하여 FEM training data에 척용 

하여 분류성능올 알아본 결과 FEM data자체도 기본적인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결함에 대한 FEM모샤결함의 크기에 따른 

신호의 변화율과 인공결함신호의 크기에 따른 신호변화융 자체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실제결함과 FEM 모사결함에 대한 inverse problem 및 

forward problem에 대한 적용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편제작 및 장비의 특성 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퉁도 고려해 

FEM에 다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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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G채판의 원격장와전류 탐상기술 개발 

제 1 절 서론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가통 특성상 결함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원전 

수명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원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 

하는 다양한 전열관의 결함올 검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검사법의 확보가 

필요하다.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검사에는 대부분 와전류탐상법(Eddy 

Current Testing: ECT)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검사법은 초기의 중기발생기 

검사에서 우수한 결합탐지 농력을 보인 바 었으며， 비접촉식이어서 검사속 

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중기발생기가 노후화 되면서 새롭고， 

신호판별이 애매한 결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복잡한 전열관 외부의 구 

조적 특성과 관 외부에 형성되는 침전물로 인해 결함으로부터의 반용이 감 

춰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sleeving을 통한 전열관의 재생이 늘 

어나고 있는데 고강도 니켈과 같은 자성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전통적 

으로 비자성체 검사에 사용되는 ECT는 보수된 전열관의 건전성 여부를 판 

단활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노후화의 영향은 관 외부로부터 진행되기 쉬운데[1]， 전 세계적 

으로 전열관 보수의 주된 원인은 ODSCC(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전 세계 원전의 반 이상이 관 외부에 발생 

되는 wear damage를 경험하고 있다[2]. 이러한 전열관의 검사를 위해 여러 

종류의 와전류 탐촉자가 사용되고는 었으나 가장 빠르고 간편한 검사는 역 

시 bobbin type differential probe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검사에서 

는 표피효파에 의해 외부결함 신호가 내부결함 신호에 비해 무척 작게 나타 

나므로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외부결함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Rotating 

plus point probe와 같은 특수 탑촉자에 의한 정밀검사는 검사속도가 느리 

기 때문에 bobbin probe를 이용한 검사에서 의심이 가는 부위에 한해 정밀 

검사가 행해진다[3] 따라서 초기단계 검사에서 효율적으로 외부결함올 탐지 

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될 필요가 었다 원전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결함 

신호의 형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결합의 발견과 신호해석을 통한 결함 

정보의 획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오판의 가능성도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와전류탐상 결과의 검증 및 결함정보 판별의 정확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보조적인 검사방법이 개발될 펼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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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와전류탐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ECT 결함신호의 판별시 보 
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성체 판 검사에 새로운 검사기법으로 연구되 
고 있는 원격장와전류 탐상(R밍note Field Eddy Current Testing: RFECT) 
이 비자성체인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검사에도 적용가능한 가를 타진하고， 전 
열관의 RFECT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연구하였다. 원격장와전류 탐상은 탐 
상신호로 sensor coil에 유도되 는 기 전 력 (electromotive force: emf)을 사용하 
는데 위상신호가 선호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호형태가 단순하다. 또한 결 
함신호는 exciter coil과 sensor coil이 결함부위를 지날 때 각각 한 번씩 나 
타나 항상 결함에 대한 double indication을 주므로 결합의 발견이 용이하다. 
다른 장점으로는 표피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 내부 및 외부 결함에 대 
한 신호민감도가 거의 동일하며， Lift-off t..J- probe wobble 둥의 변화가 신호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RFECT에서는 자기에너지가 판을 관 
통해 외부로 나갔다가 원거리에서 다시 관 내부로 들어와 샌서에 의해 탑지 
되므로， 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결함도 잘 발견된다. 더군다나 자성체의 
경우에는 자기이력현상(Hysteresis)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ECT의 척용이 어 
렵다. 따라서， RFECT는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송유관이나 개스관과 같 
은 자성체 관의 검사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 탐상법은 또한 비자성체인 
알루미늄 관의 검사에도 사용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그 특성상 관 외 
부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상대적인 장점이 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열판 결항 
이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논 점을 고려하면， 이 탐상법은 결함의 
조기 발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올 것이다. 

RFECT 기술은 Shell Inc.에서 downwell casing pipe의 관 두께 감소를 검 
사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된 방법이다[쇠. 이 기술은 최초로 적용된 피검사체 
가 자성체관이었고， ECT 기술이 자성체관에서 사용되기에는 준비가 번잡하 
고 어려움올 겪던 터였기 때문에 주로 자생체관의 검사에 적용되어 왔다. 탐 
상장비도 Russell Technologies, Zetec 둥 일부 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았으 
나， 현재 시판중인 장비들은 탐상주파수가 최대 20kHz(Russell Technologie) 
혹은 28 kHz(Zetec) 정도로 거의 자성체 관의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다[5， 61. RFECT는 그 탑상 원리상 자성체， 비자성체에 상관없이 와전류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conducting structure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비자성체인 알루미늄관의 검사[η와 중수로 핵연료 채널관 건전성 평가[8]에 
사용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중기발생기 세관인 lnconel 600 관의 검사에 이 
기술올 적용하기 위한 수치해석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9， 10]. 
본 연구에서는 먼저 RFECT를 수치적으로 모댈링 할 수 있는 축대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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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소해석 프로그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랩을 사용하여 원 

격장와전류 효과가 비자성체 전열관의 검사에서도 나타나게 하는 적절한 탐 

상 주파수의 범위를 결정하고， 원격장의 발생위치를 확인하여 센서코일의 위 

치를 결정하였다. 이 렇게 셜계된 탐촉자를 이용하여 폭과 갚이가 다른 결함 

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하고， 결함의 크기에 따른 신호의 

변화 및 특성올 살펴보았고， 비자성체인 전열관에서도 자생체 판 검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내， 외부 결함올 민감하게 탐지해 낼 수 있는지를 조사하 

였다. 다음으로 셜계된 탑촉자를 제작하고 탐상시스댐을 구축하여 실제로 전 

열관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를 발생시킬수 었는지， 그리고 결함 발견이 가능 

한지를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합의 정량적 판단에 도움이 되 

도록 신호형태률 개선시키고자 차통형 탐촉자를 셜계하고 결함신호의 특성 

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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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2절 원격장와전류 탐상의 수치해석 모델 개발 

1. 이론 및 수치해석 모텔링 프로그햄 개발 

관 내부에 삽입되는 원격장와전류 탑촉자는 exciter coil과 sensor coil로 

구성되는데， sensor coil은 관을 관통해 들어오는 자장을 detect하기 위해 

exciter coi1로부터 멀리 떨어진 remote field region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므 

로 비자성체인 전열관의 검사에서는 remote field region이 어디에 형성되는 

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한， 탐상주파수도 자성체 관의 검사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잘 알려져 었으나， 비자성체 관에서 왼격장와전류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주파수는 별로 알려져 었지 않다. 연구자들의 경협상 RFECT에서는 

skin depth가 관 두께의 약 60 - 70%가 되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 탐상주파 

수가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주파수는 피검사체의 물성과 두께에 따라 달라 

지므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검사하기 위한 주파수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험에 의존하여 주파수를 결정하게 되면 그 주파수가 과연 최적의 

선택인지 확신을 할 수 없고， 실험적으로 여러 주파수를 시험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목적파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 

치해석법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법을 사용하면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존재할 

경우， 수치해석 결과에 potential valley와 phase knot[1]파 같은 독특한 현상 

이 나타나므로 적절한 주파수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열관은 비자성체이기는 하지만 관 안으로 탑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탐상여건은 자성체 관 검사와 마찬가지이며， 또한 일반 와전류탑상과 마찬가 

지로 전자기유도 현상에 근거한 지배방정식이 사용되므로 유한요소법올 이 

용한 modeling program을 개발할 수 있다. 다만， remote field region에서 나 

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엄피던스가 아닌 기전력을 

탑상신호로 사용하므로 후처리 과정에서의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축대칭 유한요소해석 프로그햄올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옴과 같다. 

원격장와전류 탑상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x~vxA =J，-(1격A 
μ at 식 (4-1) 

교류 정상상태 및 관과 결함의 완벽한 축대칭을 가정하면 식 (4-1)은 다음과 

같이 원통좌표계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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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융(껴)} +옳{-!:옳(껴)}]-ψqA+J，=O 식 (4-2) 

여기에 유한요소 정식화 과정올 수행하면 다옴과 같은 요소당 행렬식이 

해진다. 

( [s] + j[ C]){ A} = { Q} 식 (4-3) 

여기서 각 행렬의 요소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Sij= f파{(관+뽕)(몫+뿔)+뿔뿔} 2빼쩌 식 (4-4) 

Cij= f (J'빼짜 2πrirdz 식 (4-5) 

g= fa. IN, 2X7dt& 식 (4-6) 

구 

이와 같은 요소당 행렬식온 모든 요소에서의 기여분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대형 행렬식을 구성하고， 그 행렬식올 풀면 각 절점에서의 자기포텐썰 값이 

구해진다. 

원격장와전류 탑상에셔의 신호인 센서 기전력은 센서코일에 해당되는 영 

역에서의 절점당 자기포텐셜 값으로부터 다옴과 같이 구할 수 있다. 

V=-jωφ=-j얘cX · dT=-j@πrc Ac 식 (4-7) 

여기서 rc와 Ac는 센서코일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중심에서의 값이다. 이 기 

전력은 phasor로 표현된 복소수 값이므로 계산된 기전력의 실수부와 허수부 

로부터 ínverse tangent롤 취해 위상을 계산해 낼 수 었다. 유한요소 모웰링 

에 사용된 물성 과 수치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유한요소 모텔령에 사용된 물성과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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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관의 전도도 1.1 X 106 [rnho/m] 코일 외경 19.05 [mm] 

전열판의 비투자율 1 코일 내경 11.43 [mm] 

전열관의 외경 22.225 [mm] 쿄일 폭 6.35 [mm] 

전열관의 내경 19.685 [mm] 코일의 감긴 수 500 

전열관의 두께 1.27 [mm] 전원 전류밀도 
1.27 X 106 I 

[Nm2
] 

2. 모텔링 프로그랩의 활용 
개발된 수치해석 프로그램은 탐상주파수를 결정하고 탐촉자를 셜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결함신호를 예측해 볼 수도 았다. 또한， 차동형 원격장와 
전류 탑촉자를 셜계하고 차동신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활용되었다. 
먼저， 탐상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주파수를 테스트해 보았다. 각각 

의 주파수를 사용하였올 때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앞서 기술한 potentia1 valley와 phase knot과 같은 현상이 수치해 
석 결과의 plot에 발생되는지를 관찰하여 적정 주파수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 특성 [2]이라 함은 exciter coil이 고정되 

어 있고 sensor coil이 exciter coil로부터 멀어져 갈 때 sensor coil 기전력의 
변화 륙성을 말한다. 자성체 관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기전력의 크기의 경우 
exciter coil 근처 (near field region)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관 직경의 1.5 
- 2배정도 되는 곳에서부터는 그 감소융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일 
정한 값이 유지되는 영역을 remote field region이라 하는데 자성체 관의 경 
우 exciter coil로부터 관 직경의 2 - 3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형성된다. 또 
한 기전력의 위상변화 특성은 exciter coil 근처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 
가 관 직경의 1.5 - 2배정도 되는 곳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시 ‘remote 
field region에서는 또 다른 일정한 값올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기전력의 크 
기와 위상 모두에서 두 영역사이의 경계가 되는 관 직경의 1.5 - 2배정도 되 
는 곳을 transition region이라 한다. 수치해석 결과의 plot상에 나타나는 
potentia1 va11ey와 phase knot도 바로 이 transition region에서 형성된다. 이 
region은 exciter coil에서 생성된 자기에너지가 서로 다른 두 경로로 전파되 
다가 만나게 되는 곳으로 에너지의 상쇄가 일어나 potential valley와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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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t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원격장와전류 효과에서 에너지 

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 내부에서 관 외부로 직접경로를 따라 전달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exciter coil에서 바로 관을 관홍하여 밖으로 나갔다 

가 관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관 내부로 들어오는 간접경로가 었다 

[1]. 이 간접경로의 에너지는 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exciter 

coil 근처에서는 직접경로를 따라 전화된 에너지와 만나 상쇄되므로， 직접경 

로를 따라온 에너지가 거의 없는 r하note field region에 이르러서야 관 내부 

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센서는 exci ter coil의 직접척인 영향을 받지 

않는 remote field region에 위치시키며 그 결과， sensor coil에 유도되는 탐 

상신호는 관을 두 번 관홍하여(내부→외부， 외부→내부) 전달된 정보를 나타 

내게 되므로 내부결함이건 외부결함이건 똑같은 신호로 나타나게 되며， 

sensor coil이 결함부위를 지나거나 exciter coil이 결함부위를 지나거나 각각 

결함지시를 하여 한 개의 결함에 대해 두 번의 결함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 

다. 

탑촉자 설계를 위한 연구에서는 sensor coil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near field region, transition region, remote field region에 각각 sensor coil 

올 놓고 결함신호룰 모텔랭 프로그랩으로 예측하여 그 위치률 결정하였다. 

이 때， 결합의 탐지농력올 우선하여 같은 결함에 대하여 가장 큰 신호를 생 

산하는 위치를 센서의 적정위치로 선정하였다 

셜계된 탑촉자를 사용하여 검사를 할 경우， 크기가 다른 여러 결함에서의 

결함신호롤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하고 예측된 신호가 자성체 판의 검사 시 

나타나는 신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하나의 결함에 대 

해 두 번의 결함지시가 나타나는지， 두 결함지시 사이의 거리는 exciter to 

sensor distance와 같은지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결합의 크기가 달라질 때 

의 신호변화는 어떠한 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성체 판에셔와 같이 내부 

(jnner diameter, ID) 결합과 외부(outer diameter, OD) 철합의 신호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여 전열판에서 외부결함융 ECT어| 비해 상대 

적으로 민감하게 탐지해 낼 수 있는 지률 조사하는데 모텔랭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신호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감긴 두 개의 

여자코일과 하나의 센서코일을 갖는 차통형 탐촉자를 설계하고， 차통형 결함 

신호를 예측하여 신호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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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탐촉자 설계 및 결함신호 특성 예측 

1. 탐상주파수 결정 

개발된 수치해석 프로그랩을 사용하여 여러 주파수를 테스트하고， 각 주 
파수에서의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 특성올 그림 4-3-1에 보였다. 

lIJPIdt.여뼈l<faiIIiC z 

.3 

4 
o ~ 1 W 2 U 3 U 4 ~ 

AJioI _flom .mcr [ODJ 

pbae빼띠 C에-야 

환} ; /;;프필훨 

홉$L Y 
AXiII_ flom '"얘에 [ODJ 

(그림 4-3-1. 전열관에서 탐상주파수에 따른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 특성) 

이 그립에서 센서 기전력의 크기는 log sca1e로， 위상은 각도로 표시하였으 
며 exciter로부터의 거리를 관의 외경 (OD)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탐상주파수가 100 kHz 내지 300 kHz 사이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나타나며， transition region은 exciter coil로부터 1 OD 이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었다. 

다음으로 수치해석 결과의 plot상에 potentia1 valley와 phase knot이 형성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4-3-2는 각각 10, 100, 200, 300 암fz의 주파수를 
사용하였을 때의 퉁자위선(equipotentia1 line)을 log sca1e로 그린 것으로 주 
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potentia1 va1ley가 형성되며 300 따lz에서는 완벽한 형 
태로 형성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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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二 10 kHz (b) f ~ 100 kHz 

(c) f ~ 200 kHz (d) f ~ 300 kHz 

(그림 4-3 • 2. Log scale 둥자위선 그림에서 주파수의 증가에 따른 potential 

vaJley의 형성) 

그림 (d)를 살펴보면 exciter coil이 있는 near field region에서는 관 내부 

의 potential 값이 관 외부에 비해 더 크나， 멀리 떨어진 remote field region 

에서는 관 내부의 값이 관 외부의 값보다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에 

너지의 이동이 near field region에서는 관 내부에서 외부를 향하고. remote 

field region에서는 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4-3-3에서는 각 주파수에서 등위상선(equiphase line)을 

그런 것으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phase knot이 형성되며 300 kHz에서는 

완벽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plot 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은 전열관에서 300 kHz의 탐상주파수 

를 사용할 경우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나타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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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 10 낭1Z (b) f = 100 kHz 

(c) f = 200 kHz (d) f = 300 kHz 

(그립 4-3-3 둥위상선 그립에서 주파수의 중가에 따른 phase knot의 형성) 

앞서 그림 4-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0 - 300 낭iz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 특성이 나타나기는 하나 300 따!z에 이르러서야 potential vaJley 

와 phase knot이 완벽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0 kHz를 탐 

상주파수로 선정하였다 이 경우 skin depth는 관 두께의 69%에 해당한다 

2 탐촉자 설계 및 결함신호 예측 

지금까지 보여진 결과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translt\On reg\On이 자성체 

관에서처럼 관 직경의 1.5 - 2 배가 아닌 1 배 이내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 

다 따라서 sensor coil도 exciter coil에 좀 더 가까이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exciter로부터 0.86 OD, 1.14 OD, 1.43 OD 떨어진 3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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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치들을 조사하였는데， 이 위치들은 각각 sensor가 near field region, 

transition region, remote field region에 위치하는 것에 해당된다. Exciter와 

sensor coil은 하나의 탐촉자를 형성하여 함께 움직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간격 은 exciter와 sensor coil 간의 간격 올 의 미 한다. 

결함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3개의 외부결함으로부터의 신호를 함께 조사 

하였다. 결함의 크기는 각각 폭 1.27 rnm x 깊이 25 %, 폭 1.91 rnm x 갚아 

25 %, 폭 1.27 rnm x 깊이 75 % 이었다. 그림 4-3-4, 5, 6은 각각 센서가 

near field region, transition region, remote field region에 위치할 때， 수치해 

석올 통해 예측된 3개의 외부결함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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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센서가 transition region에 있을 때 외부결함신호) 

(b) 샌셔가 천이영역에 었융 때의 위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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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생셔가 씬격장영역얘 있융 예의 위상신호 

(그립 4-3-6. 센서가 remote field region에 있을 때 외부결함신호) 

먼저 신호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기 및 위상신호 모두 두 번의 결합지시가 
같은 크기로 나타남올 볼 수 있다. 왼쪽에 먼저 냐타나는 결함지시는 센서가 
결함부위를 지날 때 나타나며， 오른쪽에 나타나는 결합지시는 exciter가 결함 
부위를 지날 때 나타난다. 따라서 두 결함지시 사이의 간격은 두 코일간의 
간격과 같다. 결함지시가 같은 크기로 나타나는 것은 두 코일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며， 어느 한쪽의 크기가 작으면 그 코일이 결함을 지날 때 나타나는 
결함지시는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센서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커지려 
면 코일의 turn수가 증가해야 하므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 
정 코일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다. 

원격장와전류 탐상에서는 크기신호보다는 위상신호가 선호되는데， 위에 보 
인 위상신호들을 비교하면 센서가 remote field region에 있을 때 가장 큰 신 
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셔는 exciter와 sensor 사이의 
거리를 관 외경의 1.43 배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이 거리는 자성체 판의 탑 
상시와 비교할 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며 전열판의 U-bend area롤 
검사할 때에도 무리가 없올 것이다. 

3. 결함의 깊이변화에 대한 신호 특성 
그림 4-3-6의 신호를 보면 크기 및 위상신호 모두 결함의 폭과 깊이의 변 

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발견된 결함신호의 
특성은 그림 4-3-7 (a)에 보인 바와 같이 결함의 깊이 변화에 위상신호의 변 
화가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이률 위상신호의 크기 대 결함깊이로 그려보면 
그림 4-3-7 (b)와 같이 선형적인 관계가 된다. 이는 매우 유용한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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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curve가 직션이 되므로 결합의 깊이 판별이 일반 ECT에 비해 훨 
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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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결함의 갚이변화에 따른 위상신호의 

4, 내부 및 외부결함 탐지성능 

설계된 탐촉자가 비자성체 전열관에서도 외부결함올 잘 발견해 낼 수 있 

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크기가 같은 내부결함과 외부결함으로부터의 신호 

를 비교하였다. 결합의 폭은 1.27 mm, 깊이는 관 두께의 50%로 하였다. 그 

림 4-3-8은 센서가 remote field region에 있을 때 내부결함신호와 외부결함 
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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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3-8. 센서가 remote field region에 있을 때 내， 외부 결함신호 비교) 

이 결과들은 센서가 remote field region에 있을 때 내부결함 신호와 외부 

결함 신호가 거의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센서가 transition region에 있을 때 

도 조사하였는데 내， 외부결함신호가 약간 다르게 나타냈지만 신호의 크기는 

더 작았다. 초기 단계의 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함의 구별 가능성보다는 발 

견이므로， 신호의 크기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설계된 원격장와전류 탐촉자가 내부결합과 외부결함을 

동일한 민강도로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bobbin type differential ECT 탐 

촉자에 비해 외부결함을 발견하는데 더 우수한 능력올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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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원격장와전류 탐상시스템 구축 및 실험 결과 

증기발생기 전얼관에서 훤격장와전류 효과가 나타나는지훌 확인하고 결함 

신호를 구해보기 위하여 원격장와전휴 탐상시스탱융 구축하고 실험올 수행 

하였다. 이 철얘셔는 탑상시스댐의 구성 요소 및 실험 과갱율 설명하고 실 

험 결과률 보인다. 실험결과는 비자성체인 전열관에서도 원격장와전류 효과 

가 나타남을 보여 주었으며 결합신호도 sensor coil과 exciter coil이 결함부 

위를 지날 때 각각 결합지시훌 하는 것옳 볼 수 있었다. 

1. 원격장와전휴 합상시스햄 구축 

훤격장와전휴 탑상시스햄융 구축하기 위하여 결함융 가진 전혈관， 탑촉자， 

주파수 및 전휴 공급율 위한 Function generator, 여자 흡과 챈서 측의 위상 

차를 보여주는 dual phase Lock-in amplifier 및 software가 사용되었으며， 

그밖에 oscilloscope, step motor에 의 한 탐촉자 이 동장치， 이 동장치 의 구동올 

위 한 pulse generator 퉁도 사용되 었다. 

그립 4-4-1은 비자성 전열관 검사를 위한 원격장와전류 탐상시스랩의 개 

략도이며， 그림 4-4-2는 실험올 위해 구축된 탐상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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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4-1 벼자성 전열관의 원격장와천류 탑상시스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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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구축된 전열관용 원격장와전류 탐상시스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성체 관의 원격장와전류 탐상에서는 여자코일에 

전류를 훌려주기 전에 power arnplifier를 거쳐 중폭시키고， 센서에서의 기전 

력도 Lock- in arnplifier에 공급하기 전에 pre-arnplifier를 거치지만， 수백 
k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비자성 전열관의 탐상에는 이들을 사용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먼저 업력으로 사용된 HP 8111A function generator의 출력 

전압 범위 내에서도 센서의 전압이 높은 주파수로 인해 100 mV 이상 측정 
되었으며， 사용한 Lock- in arnplifier의 입력 전압의 범위가 100 mV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전열관， 결합 및 탐촉자 코일은 가능한 수치 모델령 시와 

같게 하려고 하였으나，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코일 및 결함의 

크기가 변하였고， 코일이나 결함이 균일하게 제작되지 못하였다 이들 중 하 

나에서 측정한 각 부위의 크기를 표 4-4-1에 보였으며， 그림 4-4-3에 전열 

관 시편을 그리고 그림 4-4-4에 탐촉자 코일을 보였다. 전열관에는 여러 축 

대칭 결함을 가공하였으나 정밀하게 가공되지 못하여 실험에는 폭 1.2 mm, 

깊이 0.51 mm (관 두께의 37 %)인 외부 결함과 폭 1.1 mm, 깊이 0.35 mm 

(관 두께의 25.5 %)인 외부 결함만을 사용하였다 

1 1)7 



(표 4-4- 1 실험에 사용된 각 부위의 치수) 

전열관의 외경 22.35 [mml 코일 외경 

전열관의 내경 19.6 [mml 코일 깊이 4.05 [mml 

전열관의 두께 l.375 [mml 코일 폭 5.9 [mml 

축대칭 결합의 폭 1.1 - l.25 [mml 코일 tum 수 320 

(그립 4-4-3 실험에 사용된 전열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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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4-4 원격장와전류 탐촉자 코일) 

원격장와전류 탐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dual phase Lock-in amplifier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주파수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극히 제한 

되어 있었으며. Standfor Research System의 2 MHz까지 사용할 수 있는 

Lock- in amplifier는 가격이 너무 비싸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computer board 형태의 LIA- 150 

dual phase Lock- in 때plifier를 사용하였다. 이 때plifier의 reference 

threshold는 -2.5 V - +2.5 V로 threshold 값의 선택에 따라 위상차 값이 

달라졌다. LIA - 150 board를 장착한 PC에서 software를 이용하여 팀상신호가 

표시되는 것을 그림 4-4-5에 보였다‘ 

그립 4-4-6에는 탐촉자를 균일한 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한 step 

motor를 이용한 탐촉자 이동장치를 보였다. step motor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400 Hz의 구동파를 사용하였다. 이때의 속도는 약 0.8 mm/sec이었다. 더 빠 

른 속도로 탕상이 가능한 가도 조사하였는데 800 Hz의 구동파를 사용하였을 

경우， 탐촉자의 이동 속도는 약 l.6 mm/sec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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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 5. LLA • 150 Lock- in amp. board를 장착한 PC에서의 신호 채취) 

(그립 4- 4- 6. Step motor를 이용한 탐촉자 이동장치) 

2 실험 과정 및 결과 

구축된 원격장와전류 탐상시스랩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목적 

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비자성 전열관에서 수치해석 연구에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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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상 주파수를 사용하였을 때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함신호의 형태가 예측된 대로 exciter coiI과 sensor 

coiI이 결함을 지날 때 각각 결함지시를 하는 지를 보는 것이었다. 수치해석 

과 실험에서의 각 부위 크기가 달라졌으므로 신호의 크기는 정량적으로 비 

교하지 않았다. 

먼저，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exciter coiI을 

관 내부에 고정시키고 sensor coiI을 exci ter coiI에서 점점 멀리하면서 

sensor coil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Function 

generator에서 300 kHz의 정현파 교류를 전열관 안에 고정시킨 exciter coil 

에 공급하고， sensor coil을 빼 내면서 기전력의 변화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관찰하였다- 그립 4-4-7은 excite coil의 전압 파형과 sensor coiI의 전압 파 

형올 오실로스코프 상에 함께 보인 것이다. 그 결과， 처음 sensor coiI을 움 

직일 때는 전압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조금 떨어진 

(그림 4-4- 7. 오실로스코프 상에 나타낸 exciter와 sensor coil의 전압 파형) 

곳에서부터는 일정 전압을 유지하며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위상의 변화는 

센서에 유도된 정상파 신호가 좌우로 웅직이는 것으로 감지할 수 있겠지만， 

오실로스코프 상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어쨌든， 비자성체 전열관에서 원 

격장와전류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고무되어 눈 

으로 관찰한 현상을 신호로 채취하고자 phase Lock- in amplifier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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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계속하였다. 

Phase Lock-in amplifier는 기본척으로 측갱하고자 하는 교류신호를 기준 

신호의 위상과 비교하여 측청신호훌 청휴하고 low pass filter률 거쳐 잡옴을 

제거한 후 직류신호로 출력혜 주는 역할율 한다. 따라서 직류출력은 두 신호 

의 위상차에 의해서 절정원다. 01 때 크기와 위상외 변화훌 구분해서 보려면， 

dual phase훌 사용해야 한다. Dual phase mode에서는 exciter coil에 공급되 

는 신호 파행애셔 phase locked loop(PLL) 회로훌 사용하여 주파수를 측정 

하고， 90도 차이가 나는 두 기준신호률 만돌어 낸다. 이 90도 차이가 냐는 

두 기준신호는 각각 위상에 민감한 갱휴기에서 측정신호에 적용되어 측정신 

호의 90도 차이가 나는 두 성훈윷 두 개의 정류된 신호로 만틀어 낸다. 그리 

고 이 두 성분의 신호로부터 크기와 위상융 계산한다. 실험에서 dual phase 

Lock-in amplifier의 reference channel은 exciter coil에 정현파 교류를 훌려 

주는 function generator를 연결하였고， signal channel에는 sensor coil을 연 

결하였다. 한편， 결함으로부터의 위상차 신호를 측청하는 실험에서 exciter 

coil이 결함을 지날 때의 신호가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올 볼 수 있었는데 저 

항을 달아주변 지연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저항이 추가되 

어 시정수(νR)가 작아져 지연이 방지되는 것으로 추축된다. 

Phase Lock-in amplifier훌 사용하여 전열관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존 

재함을 보이기 위해 전열판 속의 exciter coil로부터 S윈lsor coil을 멸리하면 

서 sensor coil의 전압과 위상차훌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Lock-in 

amplifier의 압력전압 한계가 100 mV 이하였으므로 두 코일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의 sensor coil 전압이 100mV가 넘지 않도록 function generator의 

출력을 조절하여 고정하였다. 또한， 위상차 신호는 reference threshold 전압 

의 선돼에 따라셔 형태가 달라졌는데 이는 입력 정현파의 threshold 전압 선 

돼에 따라 PLL 회로에서 발생시키는 두 개의 기준신호의 시작 위상이 달라 

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reference threshold 전압을 모두 O 

V로 설정하였다. 탑상주파수를 300 암Iz로 하였을 때의 전압과 위상차 변화 

를 그림 4-4-8과 그림 4-4-9에 각각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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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특성， 크기 신호， 3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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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4-9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특성; 위상차 신호， 3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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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0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특성; 200 따12) 

그림 4-4-8에서는 크기신호가 처음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부터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눈으로 확인한 결과를 hard copy 형태의 데 

이터로 채취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림 4-4-9에서도 신호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transition region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지점 이후 

의 신호들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00 

낭Iz와 200 따Iz를 사용해도 나타났는데 그림 4-4- 10에 200 kHz를 사용했을 

때의 기본특성을 보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된 바와 같이 수백 kHz의 주 

파수를 사용하면 원격장와전류 효과의 기본특성이 나타냥을 확인함으로써， 

비자성 전열관에서도 원격장와전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결함으로부터의 원격장와전류 검사신호를 얻기 위하여 exciter 

coil과 sensor coi l간의 거리를 관 직경의 1.5배로 고정시키고， 이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연서 결함신호를 채취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코일들의 접지측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해할 수 없는 신호가 나오곤 했으며， sensor coi l이 결 

함을 지날 때의 신호는 잘 나오는데 반해 exci ter coil이 결함을 지날 때의 

신호는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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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50 낭12， 270 kHz, 300 따12， 320 kHz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함신호들을 

그림 4- 4- 11, 12, 13, 14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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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1. 150 kHz , 결함깊이 = 3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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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그렴 4-4• 12. 270 kHz, 결함깊이 = 37 % ) 

먼저 나타나는 결함지시는 sensor coil이 결함을 지날 때 발생된 것이며， 나 

중에 나타나는 결함지시는 exciter coil 이 결함을 지날 때 발생된 것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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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시의 크기는 나중 것이 거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Coil들이 균일하지 못 

하여 두 결함지시가 같은 크기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50 kHz 

의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exciter coil이 결함을 지날 때의 신 

호에 큰 잡음이 발생되었으나， 300 kHz 근방의 주파수들에서는 잡음의 정도 

가 비슷하였다 결함지시의 크기는 주파수가 달라져도 별로 변화가 없었다 

UI\- ’ 50 

@ m 
m z 
ι
 

<m 
@ 
1 
>

(그림 4-4• 13. 300 kHz, 결함깊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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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4. 320 kHz, 결함깊이 = 37 %) 

결함의 깊이가 25.5 %로 작은 경우의 결함신호는 그림 4-4- 15에 보인 바 

와 같이 결함지시의 크기가 작아졌다 Sensor coil이 결함을 지날 때의 선호 

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결함깊이가 37 %인 경우에는 약 0.6도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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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관계가 성립된다 나타나 선형적인 약 0.4도로 

4-4- 16에 보인 바와 

아무런 영향을 주지 

그림 

크기에는 

높여 검사한 결과는 

뿐，결함지시의 

2배로 

달라졌을 

결함깊이가 25.5 %일 때는 

볼 수 있겠다 

탐촉자의 이동속도를 

같이 기저신호 값만 

않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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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5. 300 kHz. 결함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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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6. 300 kHz. 결함깊이 = 37 %. 2배의 탑상속도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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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개선된 결함신호 도시법 개발 

여자코일과 센셔코일을 각각 하나씩 사용한 앞서의 연구에서는 1) 여자코 

일과 센셔코일 사이의 간격은 자성체 관 검사시에 비해 절반 정도인 관 외 

경의 1.5배 정도면 적당하고. 2)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자위계곡과 위상매 
듭이 형성됨을 확인하여 300 암Iz의 탑상주파수를 선정하였으며. 3) 이러한 

조건들올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결합신호들을 예측해 본 결과， 내부 및 

외부 결함으로부터의 신호들이 거의 동일하며. 4) 결합의 깊이와 위상신호의 

세기는 비례관계에 었다는 사실올 밝혔으며， 이러한 결과틀에 근거하여 중기 

발생기 전열관의 기초적 건전성 확인에 사용되는 차통와전류 검사법올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격장와전류 탑상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제시되었던 결함신호의 형태가 단순하여 많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정이 있었으므로 여자코일과 센서코일과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에 착안하여 전류 흐름의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여자코일파 하나의 센서코일 

올 사용하는 차통형 원격장와전류 탐촉자를 설계하고 그 신호특생을 조사하 

였다 

1. 차동형 원격 장와전류 탐촉자 

신호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 4-5-1에 보인 바와 같이 여자코일을 

두 개로 하여 각각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훌려주고， 중앙에 위치한 하나의 

센서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올 측정하는 차통형 탑촉자를 셜계하였다. 

Sensor coil 

Exciter coils 

(그립 4-5-} 차통형 원격장와전류 탐촉자의 개념도) 

각 코일의 크기는 통일하며 코일칸 간격도 관 외경의 1.43배로 통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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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체 탐촉자의 길이는 6.4 cm 이었다. 유한요소 모텔령에 사용된 물성 

과 수치는 그립 4-5-2와 같다. 두 개의 여자코얼의 전류는 서로 반대방향으 

로 흐르게 하였으므로 180도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log sca1e 퉁자위 

선으로 그려보면 그립 4-5-3과 같이 좌우 대칭이 되는데， 이는 페이저로 표 

현된 복소수 값의 크기를 계산하였으므로 항상 양의 값이 되기 때문이다. 

11.1‘,. 
9.'‘"" 

5.7’5 

o 

-5.715 

9.8425 

.11 ’ '20 

3.81mm 

25.4mm 

.3‘ 925-28.575 

m 

Conductivity : 1.1 X1 06 [m hos/m j 
relative permeability : 1 
current density : 1.27X106 [A/m 2 j 
Number of turns : 500 

9.SQ5m 
31.75mm 

.3’75 3 ’75 28.575 잉 025 

(그립 4-5-2 모웰링에 사용된 물성과 각 부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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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3. Log scale 퉁자위선 분포) 

2 차통형 탐상신호의 도시 및 형태 

차동형 탑상신호는 센서 기전력의 실수부를 가로축으로 하고 허수부를 세 

로축으로 하는 기전력 평변상에 탐촉자의 이동에 따른 궤적으로 도시하였다 

폭 1.27 mrn, 깊이 50%인 외부결함 신호를 그림 4-5-4애 보였다 이 신호 

는 차동 와전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이나， 특이하게도 크고 작은 두 개의 8자 

형 궤적이 발생되었다. 원격장와전류 신호에서는 결함이 여자코일과 센서코 

일을 지날 때 각각 결함지시를 한다 차동형인 경우에는 결함이 어느 한 여 

자코일을 지나연 큰 8자 궤적의 절반이 형성되었으며， 결함이 센서코일의 좌 

우에 위치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칭적인 8자 궤적이 발생되었다. 례 

적의 크기가 작은 것은 결함이 센서코일 근처에 있을 때에는 두 여자코일로 

부터 모두 영향을 받으므로 공통으로 받은 영향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에는 결함신호가 기전력 형연상에서 탐촉자의 이동에 따라 어 

떻게 형성되는지 추적해 볼 수 있도록 기전력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변화를 

보였고， 궤적이 나타나는 순서를 숫자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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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5-4. Voltage plane trajectorγ signal for OD defect) 

3. 내， 외부 결함신호의 통일 민감도 및 구별 가능성 
차동형 신호에서도 내부결함과 외부결함에 대하여 동일하게 민강한지 확인 

하였다. 폭 1.27 mm, 깊이 50%인 외부결함과 내부결함의 신호들을 그립 
4-5-5에 보였으며， 결합크기가 그 보다 훨씬 큰， 폭 6.35 mm, 깊이 75 %인 
외부결함과 내부결함의 신호들을 그림 4-5-6에 보였다. 기전력 평면상에 나 
타난 신호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결함크기가 같다면 내， 외부에 상관없이 두 
신호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동형 원격장와전 
류 탐상에서도 내부결함과 외부결함을 동일한 민감도로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격장와전류 탑상에서는 내부 및 외부 결함신호가 거의 동일하여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림 4-5-5와 그림 4-5-6 각각에서 
내， 외부 결합신호들을 비교해 보면 차동형 원격장와전류 신호에서는 내부결 
함 신호가 외부결함 신호에 비해 8자형 궤적이 더 가늘게 나타나는 특정이 
었으며， 크고 작은 8자형 궤적이 외부결함에서는 교차하는 반면， 내부결함에 
서는 교차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들에 유의하면 내 
부결함과 외부결함의 구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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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폭 6.35 mm, 깊이 75 %인 외부 및 내부결함의 차동신호) 

4 결함의 깊이 및 폭 변화가 신호에 미치는 영향 

결함의 깊이가 변할 때 차동형 원격장와전류 신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발 

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4-5-7은 각각 폭이 1.27 mm와 3.81 mm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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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함들의 깊이가 25, 50, 75 %로 중가할 때의 신호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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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5-8. 폭이 일정한 결함의 깊이변화에 따른 신호의 대각 크기 변화) 

그립 4-5-8은 신호의 대각 크기가 결함의 깊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함의 폭이 종으연 신호의 회전은 발생되지 않고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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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 크기만 결합깊이의 증가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합의 폭이 넓으면 결함깊이의 증가율에 비해 신호크기의 증가율이 더 커 

지며， 그립 4-5-7, (b)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의 신호 회전이 발생된다. 이는 

차통 와전류 검사에서 폭 0.38 rnm의 좁은 결함에서도 깊이변화에 민감하게 

신호회전이 발생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12]. 

이와 반대로 결합의 깊이가 일정할 때 폭이 변화하면 차동형 원격장와전류 

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4-5-9는 각각 깊이가 25 
%와 75 %인 외부결함의 폭이 1.27 rnm, 2.54 rnm, 3.81 rnm로 증가할 때의 

신호를 보인 것이며， 그립 4-5-10에는 결함 폭의 증가에 따른 신호의 대각 

크기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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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10 깊이가 일정한 결함의 폭 변화에 따른 신호의 대각크기 변화) 

결함의 깊이가 일정하고 결함의 폭이 증가할 때는 신호의 회전이 거의 발 

생하지 않으며， 신호의 대각 크기는 결함의 폭 변화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결항의 갚이에 따라 증가율이 달라지는데 결함의 깊이가 깊을수록 증 

가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결함 체적의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의 미 한다고 볼 수 있다 

5 연구결과 고찰 

결함으로부터의 신호에서 좀 더 많은 결함정보를 얻기 위하여 차동형 원격 

장와전류 탐촉자를 설계하고 신호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차동형 원격 

장와전류 신호는 내， 외부 결함에 동일하게 민감한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 

으면서， 두 결항의 구별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점 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한 일반 차동와전류 탐상과는 달리 신호의 회전이 적고， 결함크기의 변화가 

대부분 신호의 대각크기에 반영되는 특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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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원격장와전류 탐상의 모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상 조건과 탐촉자 셜계를 위한 변수률 조사하였고 결함신호를 수치적으로 

예측하여 신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자성체인 증기발생기 전열 

관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파수의 범위는 수 백 kHZ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300 kHz를 탑상주파수로 션정하였고， 이때 형성되는 원 

격장 영역은 여자코일로부터 관 외경의 1.5 배 정도 떨어진 곳에 형성되므로 
원격장와전류 탐촉자에서 두 코일간의 거리를 결정하여 탐촉자를 셜계할 수 

있었다. 또한， 모텔령 프로그햄을 사용하여 결함신호를 예측한 결과， 원격장 

와전류 신호는 내부 및 외부 결함에 대해 같은 크기의 신호를 발생시켜 동 

일한 민감도로 두 종류의 결함올 탐지할 수 있으며， 결함의 깊이변화에 선형 

적으로 비례하여 신호의 크기가 변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설계된 탕촉자를 실제로 제작하고 dual phase Lock-in 

ampIifier를 사용한 탕상시스랩올 구축하여， 비자성체인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원격장와전류 탐상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실험적으로 점검하였다 실험을 수 

행한 결과， sensor coil이 exci ter coil로부터 멸어질 때 sensor coil에 유도되 

는 기전력의 크기 및 위상신호가 급격히 변화하는 transition region이 존재 

하며， 그 이후는 크기 및 위상 값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격장 영역이 된 

다는 것올 확인하여 전열관에서도 원격장와전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올 

증명하였다. 결함신호도 실험적으로 채취하였는데， 모델령 프로그램올 이용 

하여 예측한 대로 exciter coil과 sensor coil이 각각 결함을 지날 때마다 결 

함지시가 나타나는 신호형태와 결항깊이가 깊을수록 비례적으로 더 큰 결함 

신호가 발생되는 것올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합의 정량적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신호형태를 개 

선하고자 차통형 탐촉자를 셜계하고， 결함신호의 특성올 조사하였다. 차동신 

호 또한 내부 및 외부 결함올 같은 크기의 신호로 검출해 낼 수 있었고 또 

한 동시에 내， 외부의 구별도 가능하였으며， 일반 와전류탐상과는 달리 결합 

의 갚이 변화에 따른 신호의 회전이 적고 결함의 크기변화률 대체적으로 신 

호의 크기변화로 반영하는 비교적 단순한 신호특성이 있음올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자성체인 중기발생기 전열관을 검사하기 

위한 원격장와전류 탐상기술올 개발하였는데， 연구 결과물인 수치해석 프로 

그랩은 탐상신호의 해석과 원격장와전류 탐상법을 사용할 경우 규제기준 셜 

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원격장 

와전류 탑상기술의 교육이나 사업자 지침올 제공하는 용도로도 유용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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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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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UT 산란음장의 FEM 해석 

제 1 절 서론 

1. 서론 

초용파 비파괴 검사(UT)법의 신뢰도롤 향상시키기 위해셔는 초음파 비파 

괴 검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신로도의 개션이 요구된다. 

UT 검사 시스댐의 구성요소로는 탐촉자(트랜스듀서)， 탐촉자의 방사 패턴， 

시험체 표면에서의 빔의 반사와 내부에서의 빙 형상 및 전파 륙성， 결함에 

의한 산란 현상올 들 수 있다. 신뢰도 향상에셔 꼭 해야 할 일은 적절한 모 

텔랭 기법을 사용하여 검사의 전 과정을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웰의 최종 목표는 재료/구조 내부의 특정 결함에 대하여 검사 시스렘의 용 

답을 예측하는 것이다. 좋은 모텔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 탐상 절차의 

설계 및 최적화와 실험 결과의 해석에 도웅올 준다. 또한 검사 결과에 영향 

올 미철 수 있는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고 값싸게 할 수 있으므로 

결함 탐지 확률올 높이고 신뢰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 과제의 목표는 초음파 검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결함에 의한 산란장을 구하기 위한 수치적 모탤령 기법을 개발하 

는데 있다. 이론적 해석의 난해함으로 인해 FEM[l-깨， BEM[8], FDM[밍과 

같은 수치해석적인 기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과 

같은 결함에 의한 초음파 산란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 모텔 

링올 개발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 운제에 대하여 시율레이션올 실시하여 해 

석의 정확도률 검증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탄생 지배방정식은 

초기치-경계치 문제로 표현되며， 파동 진행방향으로 거동의 특성이 결정되는 

hyperbolic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이다. 따라서 정교하고 안정된 수치결과률 

얻기 위해서는 매우 짧은 파장에 상웅하는 유한요소 격자 크기와 시간 근사 

step올 사용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공간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신뢰성 검중을 통해 초음파 진행 및 산란거동을 분석하고 

자 한다. 상용 ANSYS를 이용하여 2-D, 동방성 빛 이방성 재료에서의 전파 

와 균열 문제를 다루며， 이론적 정해가 알려진 문제를 선정하여 FEM의 정 

확성과 효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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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올 이용한 2차원 전파 및 산란 음장 해석 
상용 ANSY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탄성 문제를 모렐링하고 안정적인 
수치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한 요소 크기와 시간 스웹 크기를 결정 
입사파의 모양， 총류별 입력 방법 연구 (시간 조화/펄스， 종파/횡파， 
초음파 범) 

2-D 둥방성/이방성 재료에서의 전파 문제 해석 및 결과의 타당성 검증 
2-D 산란체(명저공， flat-bottom hole)의 산란 문제 해석 및 결과 
검중 

펄스 에코 및 투파 모드에서의 산란장 계산 
균열 특성 (크기， 위치， 방향 퉁)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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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동탄성 문제의 유한요소 정식화 

체력올 무시하면 탄성 파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2계 편미분 방정식과 

경 계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 

C jjkl Uk.lj= PÜj inthe region .Q 

T .... n .. = 까 on rt t) •• , 
Uj= μj on r l 

식 (5-1) 

식 (5-2) 

식 (5-3) 

여기서 I ’t 와 rt 는 각각 Q롤 포함하는 traction과 kinematic 경계이며， 

C싸l 은 탄성계수이다. 

필요한 유한요소 정식화를 위하여 위의 방정식올 가중잔여법 (weighted 

residual scheme)에 의한 weak form으로 변환하면 

Lψj( Cijkl μk. kl 찌)dv=O 식 (5-4) 

첫 항올 부분적분하면 다음 식을 얻윷 수 있다. 

I.aU씨 식 (5-5) 

이 식용 원래 방정식의 we하‘ form으로써 원식 식 (5-1)에서 변위 빽터의 2 

계 미분 대신에 1계 미분만 필요하다. 체척 Q훌 일련의 작은 요소로 나누고 

변위률 다옴과 같이 근사화한다. 

따= 칠1아(X. Y. z) ui'에 식 (5-6) 

여기서 Nj(x.y.z)는 형상함수• Ne는 요소의 절점수이고 ui(t)는 절점에서 

의 변위이다. 가중함수를 통일한 형태로 표현하고 U와 Wj에 대한 근사식올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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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악 +[Ar] {Uη = {Re
} 식 (5-7) 

[Ke]와 [Me]는 각각 요소강성행렬과 질량행렬을 나타내며， 그 성분은 다 

음 식으로 주어진다. 

K응= f D' NJ• jCijklo까 jdlν 식 (5-8) 

Mij= f D'이P까@ 식 (5-9) 

여기서 I.J= 1.2. '" .Ne 

{u"} 와 {U악 는 절점변위와 2계 시간 도합수률， {R앙 는 경계 R' 

에서의 표연 traction으로 인한 요소의 하중빽터를 나타낸다. 

Rí=fπNjt，ds 식 (5-10) 

요소행렬과 하중빽터를 조합하면 다음의 전체행렬식올 얻는다. 

[K] {U} +[M] {U} = {R} 식 (5-11) 

이 식은 부분적으로 분할된 형태이며 시간촉온 아직 분할되지 않았다. 변 

위빽터에 대한 해률 직접 구하기 위하여 2계 시간도함수를 근사화시킬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앙차분법을 사용하면 

{이1=꿇({이 1+&1- 2{ u) /+ 2( {아 /- L1t) 식 (5-12) 

식 (5-12)를 식 (5-11)에 대 입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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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찌{U} t+LJt= {삐 t-( [I(]-꿇[MJ){ 이 t 

-꿇[찌{ U} t- LJt 식 (5-13) 

여기셔 L1t는 시간간격이다{U} t- LJt와 {U} t를 알면 이 식으로부터 

{U} t+LJi를 구할 수 있다. 
유한요소모텔에서 시간 및 공간 분해농은 수치 결과의 수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적분 시간간격 L1t는 혜의 정확도에 대한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모웰의 정확도는 더 작은 시간 간격올 사용할수록 그만큼 더 좋아진다 반면 

에 너무 작은 간격을 사용할수록 그만큼 더 좋아진다. 반면에 너무 작은 간 

격올 사용하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셔 절충이 필요하다. 

Newmark 시칸적분법에서는 최고 주파수 1사이클당 207ß 의 L1t를 사용한다 

[되. 이 규칙은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dt=--L--
2fJf max 

식 (5-14) 

여기서 fn없은 관심있는 최고 주파수이다. 또 필요한 시간 간격은 가장 속 

도가 빠른 파가 연속한 절정 사일르 전파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관련될 수 

있다. 즉， 가장 빠른 파가 한 시간간격 동안 철점사이를 전파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L1t < τ휴
• LM 

식 (5-15) 

여기셔 le는 절점 사이의 가장 작은 칸격이며 VLM은 가장 큰 종파속도이 

다. 

요소의 크기는 전파하는 파들이 공간적으로 분해되도록 선택한다. 창고문 

헌 [6]에서는 한 파장당 107ß 이상의 절점 사용을 권하고 았으며， 참고문헌 

[5]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한 파장당 20개의 절점) 숫자를 권하고 있다. 참 

고문헌 [5]의 권장사항을 식으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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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댐 식(5-16) 

여기서 1.는 요소의 길이를 Àmin은 가장 짧은 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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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파 및 산란 문제 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의 전파와 산란과 관련되는 몇 가지 기초적인 문제 

를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이들 해석 문제에 관한 내용은 아래 그림 

5-3-1의 (a)-(f)에 나와 었다. 그림 (a)는 2차원 퉁방성 재료의 가장자리에 

정원력 (point-like source)이 시간의 함수로 작용할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파 

의 전파 현상올 다루었다 그림 (b)에서는 둥방생 매질의 가장자리에 유한한 

폭의 변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작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파통현상을 고찰 

하였다. 그림 (c)에서는 가장자리에 가해진 유한 폭의 변위가 point-파‘e 

scatterer (flat bottom ho!e, 형저공)에 산란된(반사된) 파동 현상올 고찰하기 

위함이며， 그립 (d)는 한 고체매질로부터 경사진 종파가 입사할 때 경계면에 

서의 굴절에 의하여 경사진 횡파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림 

(f)에서는 풍방성과 이방성 재료로 구성된 매질에서 총파가 전파할 때 발생 

하는 재료 내부의 변위를 근사 해석 결과 (Gauss-Hermite beam modeI)과 

비교하였다. 그림 (f)에서는 이방성 재료(일방향 보강 복합재， 횡방향 퉁방생) 

의 대칭변내에서 비대칭 방향으로 전파할 때 파동 벡터와 에너지 속도 빽터 

와의 차이를 FEM으로 구하고 이론적인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들은 모두 2 

차원 문제(축대칭 또는 평면변형률)이며， 그림 (a)-(d)는 모두 풍방성 재료이 

나， 그림 (e)와 (f)는 이방성 매질올 다루고 있다. 

위에 언급한 문제에서 둥방성 재료의 경우 강(steeI)， 알루미늄(Al)， 플렉시 

글래스(p!exi g!ass)가 사용되었으며 이들 재료의 종파속도( CL ), 횡파속도 

( CT ), 표면파 속도( CR ) 및 주파수 f=l MHz에서 각 파의 파장올 아래 표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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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Acoustic properties of materials used in the analyses) 

Wave velocities (rrνs) Wavelength (mm) 
Material 

CL CT CR L-wave T-wave R-wave 

Steel 5920 3250 3αm 5.9 3.2 3.0 

Al 6300 3100 2895 6.3 3.1 2.9 

Plexi glass 2730 1쟁O 1327 2.73 1.4 1.3 

40 
피a 

401 45 

싫짧 
밟 l 
싫넓 

u띠 = sin2체 u띠 = sin27ift 
(a) (b) 

38.8 u -= sin(2πft) 

10 
I Plexl glass 

4 
AI 

/‘~ 
15 

싫짧 15 

5 

u띠 = sin27ift 23.8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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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ie steel 

Crystalline Axis Orientation 

。0.... 150 

시 Observation Plane 
Austenitic steel 

‘ 60 

(e) 

15 

25 

• 
안짜예 U((뇨sin2l1ft 

τγ-→ t (ps) 

(0 

i -

(그림 5-3-1. Wave pr'여>agation 없d scattering problems considered in this 
study:) 

(a) 동방성 매질에 미소 정변위 (point-like displacement)가 작용 

하는 경우 

(b) 퉁방성 매질에 Circ비ar source가 작용하는 경우 

(c) 퉁방성 매질에셔 point-like scatterer로부터의 산란 
(d) 고체경계변에서 굴절에 의한 경사진 횡파의 발생 

(e) 퉁방성/이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전따 및 근사 해석 결과 

(G-H beam model)와 비교 

(f) 횡방향 둥방성 재료의 대칭면내에서 비대칭 방향으로 전파 

할 때 파동 빽터와 에너지속도 빽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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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해석 결과 및 고찰 

4.1 퉁방성 매질에 미소 점변위 (point-like displacement)가 작용하는 경우 

z 

-재질 : Steel 

- 4 node isoparametric element 

40 요소크기 (le) : 0.2 mm 

- Time step(ðt) : 0.025 μs 

20 r 
-tmax :7 μs 

켜 f갇- - 중심 주파수(f): 2 MHz 

햄펀i;찮;) 

매질은 steel, 축대칭 문제로 모웰링 하였으며 영역의 크기는 20mm x 4O 
mm 이다.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미소 점변위는 총파로서 크기는 지름이 0.2 
mm이며 1 사이클의 sine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즉， 

μ = sin2πft 

0 

for 0::;;~0.5 μs 

t>0.5 μs 

여기서 f는 중심주파수로서 2 MHz률 사용하였다. 사용된 유한요소는 4-node 
isoparametric element (el잉nent No. 42)이고， 요소 크기 (l.)는 0.2 mm x 0.2 
mm, time step L1T = 0.025 μ8， 적분수행시간 t뼈x = 7 μs 였다. 
반무한 고체의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점원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파동 

현상은 Lamb’s problem으로 명명되며 그 현상이 잘 알려져 있다 [10-12]. 
이 경우에 발생하는 파동 현상을 도식적으로 그림 5-4-1에 표시하였다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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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파， 횡파， Rayleigh 표면파， 그리고 head wave로 구성된다 Miller와 

Pursey[13]는 수직 점원력이 작용할 때 종파， 횡파， 표면파 사이의 에너지 비 

율을 구하였는데， 종파와 횡파가 각각 총 에너지의 7%와 26%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표면파는 67%로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하며 따라서 이에 상당하 

는 변위도 큰 진폭을 갖게 된다. 그림 5-4-2은 t = 3 μs에서 변위의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종파， 횡파， 표면파， 그리고 head wave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l~--le， 
i,\'l1‘ 

Source ~~1 

Shearwave 

r 
u 

Longitudinal wave 

김:> 
axis of symmetry 

(그럼 5- 4-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wave fronts when a point source acts 
on the surface of a ha]f-space) 

-.003742 
• -.ÕÕZ939 

- -‘ 002136 - -‘ 00133 옐 • -:5J U: -OJ 
g그 .271E-03 

- .001074 
- .001677 
- .002679 
끓필] .003482 

쫓i혜 
'w~ x 핵f 

(a) Horizontal displacement 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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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b) Vertical displacement 

홉~ l 빽 

(c) Surn of displacement J강갑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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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isplacement vector representation 

(그림 5• 4- 2. Distribution of displacement from a point-like displacement on a 

t=3 μs ) half-space at 

유한요소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원거리 

음장영역에서 미소 점원에 의해 방사된 종파와 횡파의 진폭의 크기를 방향 

6의 합수로 구하고 (지향패턴) 그 결과를 근사해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 

를 그립 4에 극좌표 형태의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이 경우에 최대 진폭 값 

나누어 줌으로써 정규화시켰다 비교를 위하여 연속 정현파에 대한 

Miller와 Pursey[13]의 점근해를 실선으로 함께 도시하였다. 접근해에 의한 

총파와 횡파의 거리 R에서의 변위는 각각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각 

으로 

식 (5-17) cos8UI-2sin 2에 
FoC sin 8) 

p{ i (쁨-메} (숨) 2 UR = 

4 
sin28(k2sin 28-1) 2 

FoC ksin 에 
exp {i (한빨(짧) 융 식 (5-18) Ue= 

전단탄성계수， 재료의 μ는 반지름， 

- l !ll -

점원의 」

a~ 여기서 



~ ~ Fo( t) = (2t2- ~)2-4t2(t2_ 1) 2 (안-~) 2 , k= C d C T , 변수 8는 표 
면에 수직한 축으로부터 측정한 방향의 각도를 냐타낸다. 
그림 5-4-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한 사이클의 

sme 파에 의해 발생한 종파와 횡파의 지향 패턴은 연속파를 사용하여 계산 
한 점근해의 지향 패턴과 비교척 잘 일치한다. 지향 패턴은 위치， 파동의 수， 
파형 풍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라미 
터를 서로 일치시킨다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 .• 
, .• 
• ‘ 
, .• 

,. 
, .• 
, .• 
。.

” 

(a) LongitudinaI wave 

.. .., 
, .. 
, .• 
, .. 
, .. 
,., • .. , ... ... ... 
。 • . .• 

(b) Shear wave 

(그림. 5-4-3. Farfield direc디vity patterns for a point-Iike source on a 
haIf-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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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ircular source가 작용하는 경 우 

- 재질 : Steel 

- 4 node isoparameσic element 

45 - 요소크기(le) : 0.25 mm 

- Time step(At) : 0.025 μs 

30 
r - t뼈x : 8μs 

얘휘 - 중심 주파수(f): 2MHz 

햄콤핸s; 
4.1에서와 같이 매질은 steel, 축대칭으로 모델링하였고 크기는 30 rrun x 

45 rrun 이다.z 방향으로 작용하는 균일한 변위는 종파로서 폭이 9.5 rrun이 

며， 다음 식으로 주어지는 한 사이클의 sine 파이다. 즉， 

u = sin2πft 

0 

for 0 S: ~0.5 μs 

t>0.5 μs 

여기서 f는 중심주파수로서 2 MHz률 사용하였다. 사용된 유한요소는 4-node 

isopararnetric element (element No. 42)이 고， 요소 크기 (1.)는 0.25 rrun x 

0.25 rrun, time step L1T = 0.025 μS， 적분수행사간 tmax = 8 μs 였다. 

반무한 고체의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유한한 크기의 clrc비ar source가 

작용할 때 발생하는 파동현상은 앞에서 셜명한 점원이 작용할 때를 참고로 

하여 그림 5와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Circular source의 가장자리 
에서는 회절현상에 의하여 점원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종파， 횡파， 표면파， 

head wave가 발생하며 내부에서는 종파의 i명면파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circular source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파의 크기는 내부의 평연파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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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약하다. 그림 5-4-5는 t= 1. 5 μs2} t = 3 μs에서 변위의 분포를 보 

여주고 있는데， 그링 5-4-4에서 설명한 내용의 파들을 잘 관찰할 수 있다. 

comøresslon edçe WQve 

z~→v 
x 

tronsducer oøerture 

다3 
axls of syrmetry 

(그림 5-4-4. Wavefront patterns and relative polarizations of lhe plane and edge 

waves radiated from a circular source coupled to a solid) 

。

E그 .0 11 :5 19 

- .ÕZJ038 

- .031557 
- .046076 
'" .057595 
.. . 069114 

- .080633 
- .05lZ1S2 
~ .103671 

(a) t= 1.5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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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
-
-
--
-
-
口

(b) t= 3.0 μs 

(그링 5-4-5. Distribution of displacement from a 디rc비ar source on a 

half-space‘)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대칭축 상에서 수직변 

위(종파)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5-4-6에 표면으로부터 각각 5 

mm, 10 mm, 15 mm 떨어진 위치에서 계산한 시간영역의 신호와 실험 [14]으 

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위치 모두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결 

과는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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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FEM 

. 
5mm 

.... 
’ ., 

lO mm 
U 

15mm .. 

-, .• 

(그림 5-4-6. Calculated (FEM) and measured time domain wavefonns) 
(vertical components at three different points on the axis of a circular 

source of radius 9.5 mm) 
(PC Plane compressional, EC Edge compressional, ES: Edge shear) 

이론적인 해와 보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대칭축상의 수직변위(총파)의 
변화를 관찰하고 (on-axis pressure variation) 그 결과를 근사해와 비교하였 
다. 음장의 분포는 초음파 circular source(탕촉자)의 크기 및 형 상， 사용 주 
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대청축상에서 근거리 및 원거리 음장의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음압의 분포에 대한 이론식은 다음과 같다[I5]. 이 식은 특 
정한 주파수를 갖는 연속 정현파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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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0) = 2poc헤뼈[융빼 1 +(a/서2 - I}]I 식 (5-19) 

여기서 Uo는 초기변위 ， k는 파수 a는 circular source의 반경， 변수 Y은 Z 

축상에서 의 거리이다. 이것과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결과률 그림 5-4-7에 서 

로 비교하였으며， 최대 진폭값으로 청규화하였다. 펄스를 사용한 FEM 결과 

는 음압이 복잡하게 변하는 근거리 음장역에서는 여러 주파수 성분들이 서 

로 상쇄되어 완만한 모양을 보이며 연속 정현파에 대하여 유효한 식 (5-19)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롤 보이나， 근거리 옴장의 일부와 원거리 음장에셔는 서 

로 잘 얼치하고 있다. 

"' 패
 
낼
 

• • • • • • 
Z-Axil(rmi 

(그림 5-4-7. Comp강ison of on-axis variations of longitudinal dis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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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oint-like scatt앉.er로부터 의 산란 

z 
- 재질 : Steel 

- 4 node isoparametric element 

45 요소크기(le) : 0.25 mm 

- Time step(Llt) : 0.025 μs 

30 r -tmax:7μs 

- 중심 주파수(f): 2 MHz 

뼈
 
웹
 

빼
 
뼈
 

이 문제는 모탤링 방법이 5.2절파 통일하냐， 영역내에 지름 2 mmSl 미소 
한 flat-bottom hole(평저공)을 포함하는 것이 다르다. 여기서는 수직변위의 
circular source에 의 해 발생한 파들이 I영저공의 표면에서 산란되어 되돌아오 
는 파형올 FEM으로 모델령하여 구하고 그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펄스-에코 모드의 초음파 시험을 모탤링하는 것으로서 실질 
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Ciπular source에 의해 발생한 파가 평저공의 
표면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은 참고문헌 [1히에 잘 설명 
되어 었다. 

그림 5-4-8은 평저공의 위치가 circular source로부터 25 mm 떨어져 있올 
때， 평저공으로부터 산란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맨 처음 수신되는 
큰 진폭의 파는 종파로 명저공에 입사하여 종파로 산란되는 파(C/C)이며 주 
로 다음의 3가지 파의 합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1) circular 
souπe의 평면 총파가 명저공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총파， (2) circular 
source의 평면파가 평저공의 가장자리로부터 회절된 총파， (3) circular 
source의 가장자리에서 발생된 종파가 평저공의 가장자리로부터 회절된 종 
파이다. 두 번째로 수신되는 아주 미약한 파는 종파가 i영저공에 입사하여 모 
드변환에 의하여 산란된 횡파 성분올 가지며 (C/5) 다음과 같은 2가지 파의 
합성에 의해 생성된다. 즉， (1) circular source의 평연파가 평저공의 가장자 
리로부터 회절된 횡파， (2) circular source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총파가 평 
저공의 가장자리로부터 회절된 횡파 이다. 마지막으로 발생되는 파는 횡파가 
평저공에 입사하여 횡파로 산란되어 돌아오는 미약한 파이며 (5/5),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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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 그렴얘서 보듯이 source로부터 25 mm 
떨어진 위치에서 FEM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거리에서와 위치 (예， source의 축과 평저공 축의 off-axis)에서 FEM 결과를 
구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해 볼 훨요가 었다. 

Measured FEM 

C/C . 

빠뺀& 빼씨 

(그림 5-4-8. Comparison of measured and computed echo responses for axi머 
2 mm flat-bottom hole in steel using a 19 mm diameter transducer) 

4.4 고체경계변에서 굴절에 의한 경사진 횡파의 발생 

한 매질에서 총파가 경사지게 입사할 때 매질의 경계에서 제 1 임계각 이 

상으로 굴절된 횡파만올 발생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소개한 그렴과 같이 상 

부 재료는 ple>이 glass, 하부 재료는 Al올 사용하였다. 종파의 입사각도가 

38.66. 일 때， Snell 법칙에 의하여 45. 의 굴철각을 갖는 횡파가 발생된다. 
이러한 내용올 확인하기 위하여 제 1 매질에서 입사하는 균일한 변위의 종 

파는 1 사이클의 sine 함수로 이루어져 었다. 즉， 

|μ= sin2π강 

0 

for O~~O.5 μS， 

t>O.5 μs 

여기서 f는 중심주파수로서 2 MHz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유한요소는 평면변 

형 률， 4-node isoparametric element (element No. 42)이 고， 요소 크기 (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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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m x 0 .4 mm, time step L1T = 0.04 μ￡ 적분수행시간 
trrrax = 16.25 μs 였다. 

그림. 5-4-9는 (25, 15) 위치에서 변위 αX， uy를 시간의 합수로 표시한 것 

인데 45' 방향으로 전파하므로 두 변위 성분이 같은 값을 갖는다. 이 위치 
에서 횡파의 처음 도달시간은 약 t = 6.3 μs 인데， 이 값은 유한요소법에 
의한 결과와 잘 일치한다. 

l 

’ .IOU-:It'I 

” 

훌 :3X띤._ .. _'"고띠따L←“f즈-→즈’씨~←←--\ I웹Y 
;5;;3f v kj L; v 

MSYS 

-ι· 。 l Ca1 닝 ! 1·” ‘ l ‘ ~I ‘;ì t.'D ... -1Ol .1" .~’ ·π .~ ’·’” ’ ". ‘” 
TIMe: 

(그립 5-4-9. Displac갱nent fieIds ux' μy g잉lerated by the obIiquely-incident 
unifonn displacement in a plexi gIass/steeI plate: At (x, y)=(25, 15)) 

4.5 둥방성/이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전파 및 근사 해석 결과 (G-H beam 
mode])와 비교 

동방성/이방성 매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60mm x 40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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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방향의 균일한 변위는 폭이 10 mm이며， 다융 식으로 주어지는 훨스이다. 

즉， 

U z = [1- cos(쯤사] cos(2뼈 

0.0 

o ::;; t ::;; 편 

otherwise 

여기서 f는 중심주파수로서 2 MHz를 사용하였으며，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 

서의 신호가 그림 .11에 나와 있다. 유한요소 모텔령은 대청성율 이용하여 

오른쪽 1/2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요소는 평연변형률 4-node 

isoparametric element (element No. 42), 요소 크기 (l.)는 0.125 mm x 0.125 

mm, time step L1T = 0.0125 μS， 적분수행시간 tmax = 10 μs 였다. 

1irre D:rrân R없!ØO/D::r엔1 

2 g 

m 

O 

카
 

φ
S
g
=
g
E
육
 

∞
 

m 

, 
。
그-
-
a
 

E
<

-2 

0.E+00 2.E-æ 4.은æ 6.E-æ 
끼π" (sa:) 

o 
QBOO 1.&∞ 2b∞ 3.EtC6 4.Etæ 

R업!ØO/(벼히 

(그림 5-4-10. Input displacement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사용된 둥방성 (ferritic steeI) 재료의 탄성계수는 다음과 같다. 

( cll 찮 Cl3) l %5 113 2 l13 2 
CI2 

‘ 
C23 I = I 113.2 낀5 1썩% 

CI3 C23 C33 1 \ 113.2 113.2 275 

C44 = C55 = C66 =80.9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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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횡방향 둥방성 (auste띠tic stee1) 재료의 탄성계수는 다음과 같다. 

(E§ 혔찮) = (擬 짧전 if§)GPa 

C44 = C55 = 129 GPa, C66 = 129 GPa 

그림 5-4-11온 채료의 이방성이 0’ 결정립 축 방향과 일치 할 때， 변위 
μz의 크기를 판찰표면의 몇 개 지점에서 서로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륨 근사해석 방법 인 Gauss-Hennite 범 모웰의 결 
과[6]와 비교하였다. 재료의 이방성이 O. 결정립 축 방향과 일치 할 때 이방 
성 재질의 방향은 초음파의 전파방향과 일치하며 에너지 방향과 전파방향이 
같고 빔의 꼬엄 현상도 없다. 빔의 윤곽은 z축에 대하여 대칭이며 slowness 
curve는 큰 곡률에 따라 범 퍼짐 현상이 최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그림. 12 
에서 거리에 따라 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즉， x=O 
mm 인 지점에 파가 처음 도달하는 시간은 약 7.3 μs인데 반하여 x=30 mm 
지점에서는 약 8 μs이다. 따라서 빔의 중앙이 볼록한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에서 실션은 유한요소 해석결과률， 기호로 표시된 것은 
Gauss-Hennite 빔 모탤의 결과이다. 빔의 중앙 부근 (x=O) 부근에서는 두 
개의 값이 잘 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빔의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커 
진다. 이것은 Gauss-Hennite 모텔에서 Fresnel 근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a O.Ocm x'" O.6cm 
1.2 

’2 

0.' 0.' 

0.4 o‘ o 
0 

‘ - 0.4 
- 0.4 

o. 
- 0,8 

- 1.2 

-’ 2 5 6 7 8 9 ，。

5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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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훌 1.2cm x" 1.6cm 

1.' 1.2 

0.' 0.' 

o‘ o‘ 
o 0 v 휩 

o‘ o‘ 
- 0.8 0.' 

- 1.2 1.' 
5 6 8 9 10 s 7 8 ，。

x'" 2.4cm x= 3.0cm 

1.2 

" 
0.8 o. 

0.4 04 

o 0 

-0.4 -0.4 

-0.8 0.' 

- 1.2 1, 
5 6 7 8 9 10 5 6 7 8 g ，。

(그렴 5-4-11. Comparisons of the finite element and Gauss-Hermite beam 

models. Wavefonns received at different positions on the x 잉as 

when L-waves are propagating at OOorienta디on (Solid line: FEM, 

symbols: G-H)) 

4.6 횡방향 퉁방성 재료의 대칭변내에서 비대칭 방향으로 전파할 때 파동 
빽터와 에너지속도 빽터의 차이 

(1) Christoffel 식과 전파속도[17-19] 

재료의 동적 외란이 가해질 때， 파동 전파 현상이 관찰된다. 이렇게 발생된 

파는 균질 이방성 재료의 경우에 다읍의 운동방정식에 의해 지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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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C ;;.，-;:ι으i- - p」L1lLijk/ aX/1X/ - fJ a t2 식 (5-20) 

여기서 U는 초음파의 변위 빽터를 나타내며 p는 매질의 밀도이다.4계 탠서 
C뼈의 성분들은 재료의 이방성 탄생계수(또는 강성)올 나타낸다. 

체적 내부를 전파하는 평연 선형 탄성파동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Uj= aPjexp[ i( wt- k;Xj)] 식 (5-21) 

상수 a는 평면파의 진폭을， 실수 벡터 p는 업자의 진동방향(pol와1zation 
direction)을 각각 나타낸다 또 ω는 각주파수이며 k는 파벡터 (wave vector) 
이다.k의 절대값은 파수이며 k로 표시한다. 식 (5-21)을 식 (5-20)에 대입하면 
w와 Pk는 다음의 Christoffel 식을 만족한다 

(Cijk/kj?/- pw8야)Pk=O 식 (5-22) 

식 (5-22)가 의미있는 해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하는 
데， 이를 분산판계식 (dispersion relation)이라 부른다. 

ID야-pψ2δikl =0 식 (5-23) 

여기서 D야= Cijk/kjk/는 Christoffel이 행렬이라 불리며， 파벡터 k의 함수이 
다. 명면파의 전파에서 위상속도(phase velocity) V는 각주파수 ω와 파수 k 
와 V= ωvk의 관계률 가진다. 식 (5-23)으로부터 주어진 전파방향에 대하여 
세 개의 위상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올 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방성 (tric1inic) 재료에서 계수률 단축 첨자로 표시하면 

Christoffel 행렬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D lI = Cll쩌+ C66험+C닮험 
+ 2C5(jkfiz + 2C1SkA + 2C16k..ky 

Dzz= C66당+Czz험+C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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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μkA + 2C46k j?z + 2C.lfjkj?y 

D잃 = C55~+ C22~+ C얘k; 

+2C쩌kykz + 2C35k j? + 2C，뼈kj?y 

D12 = CI6쩌+C26험+C얘% 
+ ( C46 + C?Jj )kA + (C14 + Cfß)kj? + (C12 + C66)kj?y 

D13 = CI5혈+C쩌험+ C35k; 
+ (C45 + C36)kA + ( CI3 + C55)kj?z + ( CI4 + Cfß)kj?y 

D23 = Cfß험+C24험+C34옆 
+(C，얘 +c껑)kykz + ( C36 + C，얘)kj? +(C정 +C뼈)kJey 

식 (5-24) 

여기서 직교좌표 XI ， X2 ， X3는 나중에 편리하도록 x, Y， Z로 나타내었다. 

그림 5-4-12와 같이 Z축 방향으로 연속섬유가 보강되어 거시적으로 횡방 

향 퉁방성 성질 (transversely isotropic)올 갖는 재료의 탄성계수는 다음과 같 

은 형태를 가지며 

[C]= 

。o 
o 
잃
O
 O 

、생
 껑
 g| 

O 
O 

[
C 
C 
U 

G
”
내
잃0 o 
o 

n 
u 
a 

c 
c 
c 
O 
O 
O 

o 0 
o 0 
o 0 
o 0 
C55 0 
o C66 

식 (5-25) 

X-Y 명면온 퉁방성 면이므로 C잉= CU -2C66의 관계를 갖는다. 

x-Z, X-y 의 대칭명면 내에서 명면파가 전파하는 경우에 식 (5-22)의 

Christoffel 식은 다옴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된다. 

(a) X-Z 명변의 경우 

[ C1(단+앓-pω2 (C껑 + C55)k"kz n 1 ( ~，，) = 0 식 (5-26) 
(C23 + C 55 )kj?z C55험+ C33k;- pω2 J \ P .I 

(b) X-Y평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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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넓+ C66~-Pω2 (C싼66)챔YJ(~x)=o 식 (5검) (C껑 + Css)kjly C66쩌+ Cll험-pω2 J \P) 

식 (5-26)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의 평면파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준종파 
(QP)이고， 하나는 준횡파(QS) 이다. 입자의 운동방향이 x-z변에 수직한 순 
수한 횡파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X-Y평면에서도 파동 특성이 이와 유 
사하게 관찰된다. 

x-z 명면의 전파에서 파동빽터 k를 다옴과 표시하면 ( 여기서 l은 파동빽 
터 방향의 단위빽터엄) 

k=kl. Ix=cos8. ι= sin8 식 (5-28) 

각주따수와 파동빽터 사이의 분산관계는 식 (5-26)의 행렬식을 0으로 두면 얻 
올수 있다. 

여기서 

(지12 -져)=0 

꺼= CllI;+ csst;빨 

자=C싫+ C33컨빨 
져 = (C23 + C55)2~t; 

식 (5-29) 

식 (5-30) 

주어진 전파방향 l과 식 (5-29)로부터 파동 빽터의 크기는 다옴 식으로 주어 
진다. 

여기서 

~-= 요S와2 
M :J:.N m=p.s 식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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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n !;+ C염컨+ C55 

L 

N= {[ Cn - C55)!; + (C55 - C33)I;P +4( C23 + C55)2!;1;} 2 

식 (5-31)에셔 하첨자 p와 S는 각각 준종파와 준횡파를 나타낸다. 

y 

/- - /11 

텐띤;띤젠젠짧 
(그림 5-4-12. Coordinates and fiber direction of unidirection머 composites) 

(2) 위상속도와 에너지 속도 

이방성 매질에서 평면파의 에너지는 위상속도로 진행하지 않고 에네지 Ve 

로 전파한다 에너지 손실 기구가 없는 경우에 에너지 속도와 군속도 (group 

velocity)는 서로 일치한다. 초음파 실험에서 형면형 탑촉자에 의해 음향에너 

지가 방사되면 파는 그림 5-4-13에 보인 것과 같이 진행한다. 즉 파의 전연 

은 탐촉자 면에 평행하면서 에너지 속도 방향으로 전파하게 된다. 따라서 이 

방성 매질의 초음파 시험에서 수신 탕촉자를 실제 파가 진행하는 방향에 위 

치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명면파의 전파에서 식 (5-23)의 분산판계는 다융과 같용 형태로 쓸 수 있으 

므로 

t}=f( ω.kx.ky.kz) =0 식 (5-33) 

에너지 속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g의 gradient는 변수 

kx.ky.kz에 대하여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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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초욕-
e ßQ/ßω 

x-z평변에서 전파하는 경우， 식 (5-34)는 다음과 같이 되며 

Ve =- (짧/짧) i- (짧/뽕)k 

여기서 

Q= (Cll쩌+ C55혈 -pω2)(CSS책+ C33~-Pω2) 

-(C23 + C~닮)2였쩌 

식 (5-34) 

식 (5-35) 

식 (5-36) 

식 (5-35)와 (35-36)으로부터 X와 Z방향의 에너지 속도 성분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 V.)x=훈 ( Ve).=훈 

R=4Cl1잃었+2[ Cl1잃+ 택s-(C잉+C닮)2]k꿇 
-2pω2( Cll + Css)kx 

S=4C33C，잃+2[ Cll C:영 + 택s-(C:껑 +C닮)2]廠z 

-2pω2( CSS + C 33)kx 

T=2pω(Cll험 + Css혈 + C55였 + C33~- 2p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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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37) 

식 (5-38) 



ι IJ1II織픔 

(그립 5-4-13. Deflected ultrasonic beam trajectory in an anisotropic solid) 

식 (20)은 다음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었다. 

| 링D써 1,' Iy , 1.) - pω2ðikl =0 

이 분산관계식의 첫 항은 Jl에 비례하고 둘째 항은 ω2에 비례하므로， 관계 

식의 모든항올 k/ω로 표시할 수 있다. 파수 k는 항상 ω에 비례하므로 ω 

와 무관한 slowness(위상속도의 역수) k/ω=l/Vp를 그립 5-4-14(a)와 같 

이 파의 전파방향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림 5-4-14(b)와 같이 에너지 속도 빽터 Ve롤 전파방향에 따라 극좌표 
형태로 나타낸 것올 ray 표연이라고 하며， 이방성 재료에서는 파동빽터 k의 

방향과 Ve방향온 일반척으로 같지 않다. 그립 5-4-14(c)에 보인 바와 같이 

에너지 속도 빽터 Ve는 파동빽터 k와 ￠만큼 각도 차이 (deviation angle)률 

보이며， 위상속도와 에너지 속도 사이에는 Vp = Vecosø 관계가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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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Slowness surface (b) Ray surface 

、
、

、、 .... k 
、
、
、
、

‘ 、

(c) 

k 

(그림 5-4-14 (a), (b) Relationships between the slowness surface and the ray 
surface (c) Relationship between 비e phase velocity V p and 

energy velocity Ve ) 

(3) 2-D 유한요소해석 내용 및 결과 

영방합 보짜 복합체에셔 대춰축 방향의 꺼파혜적 

그림 5-4-12에 보인 일방향 보강 복합재에서 대칭축 방향의 파동 전파 해 
석올 위하여 먼저 퉁방성 명인 x-y명면의 가장자리 중앙에서 y촉 방향으로 
점원을 가진하였다. 또 비교를 위하여 x-z(또는 y-z) 평연의 표면에서 z축 
방향으로 점원을 가진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 파라미터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점원력 : 1사이클의 정현파 

j애= sin(2πβ~ ， 1=5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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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탄성계수 

14.5 7.24 6.5 0 0 
7.24 14.5 6.5 0 0 
6.5 6.5 161 0 0 
o 0 0 7.1 0 
o 0 0 0 7.1 
o 0 0 0 0 

[C]= 

O 
O 
O 
O 
O 

3.63 

GPa 

재료의 밀도 

요소의 크기 

p = 1560 kgJ m3 

le=0.05 mm 

기간적분간격 ‘ L1t= 10 ns 

사용 요소 :4• node isoparametric element 

그림 5-4- 15는 1.511s 이후의 변위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두 그림에서 

가장 빨리 전파하는 종파， 그 뒤를 따라 횡파가 전파하며 ， 또 표면파의 발생 

도 관찰된다. 그림 (a)는 동방성 평변에서의 전파이므로 종파가 모든 방향으 

로 같은 속도로 전파한다 그러나 (b)에서는 섬유가 보강된 Z축 방향이 탄성 

계수가 크므로 종파는 타원형의 변위장을 보여주고 있다 

「풋:4켰기 훌 r-l -j 
~、~‘---ι

、---

) 

(a) 비
 

( 

(그립 5-4- 15. Displacement field generated by point source at free surface of 
anisotropic medium (unidirectionally reinforced composite) (a) x - y plane, (b) 
x-z plane) 

엄박향 보깎 복합제에서 비대칙축 박향의 천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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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3에 보인 일방향 보강 복합재에서 비대칭축 방향으로의 파동 전파 해 
석을 위하여 그림 17과 같이 국소화표계와 전체좌표계， 그리고 섬유방향을 
정의하였다. 이 경우에 x=O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폭의 선원(변위)올 x축 방 
향으로 가하고， 2축으로부터 측정한 8를 변화시키면서 비대청축으로 전파하 
는 경우에 에너지 속도벡터의 방향올 해석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FEM 결 
과와 비교하였다. 주어진 방향각 8에 대하여 (x, y , z)좌표계에 대한 탄성계 
수 [ Cii]를 변환함으로써 구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 파라미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원변위 : 1 사이클의 정현파 

μ，l t) = sin(2생~， 1=2 MHz , 

선원의 길이 = 5 mm 

재료의 탄성계수 : 

14.5 7.24 6.5 0 0 0 
7.24 14.5 6.5 0 0 0 

[C']= 16;,5 6;,5 1~1 "0, ~ ~ IGPa o 0 0 7.1 0 0 o 0 0 0 7.1 0 o 0 0 0 0 3.63 

간김예 

(그림 5-4-16, Definition of locaI and glob머 c∞，rdinates， and fiber direction) 

재료의 밀도 p= 1560 뺑-1 m3 

요소의 크기 le=O.I25 mm 

시간적분간격 .ðt=O.Ol25 μs 
사용 요소 4-node isoparametric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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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4-17은 8를 10。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70。까지 관찰한 파동의 변 

위에 대한 빽터장을 나타내고 었다. 관찰시간은 1.5 μs이다 8가 중가함에 
따라 종파와 횡파 모두 파동의 에너지가 원래 변위를 가하였던 x축 방향(파 

동빽터의 방향)과 다르게 흐롭올 알 수 있다. 총파의 정우에 8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벡터의 방향은 x축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에너지 빽터 방향이 파통의 법선 빽터 방향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파를 해석적인 예측값과 비교하였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그립 5-4-18에 도시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해 

석적인 방법에 의한 계산값과 아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 8=10。

l혔빼톨 

뺑뚫-
(c)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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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20。

(d) 8=40。



(e) 8=50。 (f) 8=60。

(그림 5-4-17. Deflection of QP and QS wave beams with the wave nonnal 
vector k parallel to x-axis) 

• • . ·ι 도룹펀 . 
한μ .. "._---“•-• 

“ E룹전 4 . • o ~ ~ ~ _ • <<1 ~ __ 

10 >> 1G<<I1IO<<I 70 ‘-‘’-- --‘아i 
(a) (b) 

(그림 5-4-18. Energy velocity vector deviation fonn the wave nonnal 
direction-comparisons between finite element method and 
analytical method for (a)QP wave, (b)QS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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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5절 결론 및 향후 연구내용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랭언 ANSYS를 이용하여 2차원 퉁방생 빛 이 

방성 재료에서 탄성파의 전파 및 산란 거동을 고찰하였다. 먼저 탄성파의 전 

화， 산란 문제의 유한요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라미터인 체눈 

크기 (요소의 길이)와 시간 적분에 필요한 시간 간격을 해가 수렴될 수 있도 

록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산에 훨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었다. 전파 및 산란과 관련된 여섯 가지 경우의 문제률 고려하였으며， FE 수 
치 해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론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초옴파 전파와 산란에 대한 modeling은 초옴파 검사 

시스탱올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며， 보다 완전한 모웰링을 통 

하여 다양한 검사 방법을 시율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요소인 탐촉자 

빔의 방사음장 모텔， 검사 시스템의 효윷인자 둥에 대한 모텔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초옴파 검사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량검증(PDI) 관련 

technical justification 용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다양한 시험 

환경을 쉽게 묘사하할 수 있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UT 탕상 

시율레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PC에서 실시간으로 운용할 있는 

시율레이터가 개발， 보급된다면 PDI 관련 technical justification 뿐만 아니 

라 검사자의 교육， 시편 제작 비용의 절감 퉁 UT 검사의 신뢰로 개션에 크 

게 이바지 하라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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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6 장 초몸파탐상 PD-RR Test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제 1 절 서론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비파괴검사는 지금까지 모든 산업발전소의 안전운전에 있어서 본질적 

인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가동전/가동중에 구조적인 건전성올 비파 

괴검사로 확인하여 안전운전올 보장하고 었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통부 

터 원전 압력기기의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가동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전에서는 ASME Code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1974년 ASME Code에 표준화된 비파괴검사 

규격이 도입된 이래 지난 27여 년 간 많은 사고/고장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올 보장하기 위한 비파피검사기술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1974년부터 원자력 션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프로그랩과 EPRI 둥에서 수행한 배관의 

순 회 시 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PIRR triaI) 결 과 기 존 비 파괴 검 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검출하지 못하거나 정확하 

게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1].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이와 같은 

사고/고장으로 각국의 규제기관에서는 비파괴검사의 효용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둥 선진국에서는 

원전 전체적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 배관계통에 대한 위험도기준 가 

동중검사(risk informed in-service inspection;RI-ISI) 방법과 초읍파탑상 

검 사 시 스 댐 의 기 량검 증(performance demonstration initiatives;PDI) 요건 

이라는 새로운 비파괴검정시험 제도의 도입올 셔두르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동전/가동중검사 결과의 신뢰도(reliability)는 원전 배관기기의 건전성 

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결함 발견 시 적용되는 파피역화해석 (FMA)은 비 

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100%의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비파괴검사 

가 어느 정도 신뢰성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는 거의 수 

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벼파괴검사 규제 요건의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고， 완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규제지침올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 가동중검사OSI)에 적용되 

거나 일반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수동과 자동초옴파탐상검사에 대하여 

기량검증 Round Robin TestC이하 PD-RRT라 한다)에 의한 통계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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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펑가하고자 한다. 아를 위해 초읍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 
뢰도 평가 모텔을 고찰하고， 결함검출성능 평가， 결함크기 측정 평가， 팀 
오차 분석 풍 초음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 
고자 한다. 

2. 연구개발의 목표 
• 초음파검사 PD-RR Test에 의한 국내 원전 가동중검사(ISI)에 적용되 
고 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로 인한 규제요건의 
기술적 근거 확보 

• 원전 기기 건전성 명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규제지침의 기 
술적 근거 제공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초읍파탐상 PD-RR Test에 의한 국내 원전 가동중검사(ISI)에 적용되 
고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분석 모텔 개발 

· 자동 초음파탐상 PD-RR Test 절차서 개 발 
• 수동 초음파탐상 PD-RR Test 결과외 통계적 신뢰도 분석 

- 결함 검출 평가 

Logistic POD 모탤 적용， Monte Carlo 시율레이션 적용 
- 결함 크기(길이， 깊이) 평가 

ASME Code Sec. XI App. VIII 적 용， Monte Carlo 시 율 레 이 션 적 
용 

자동 초음파탐상 PD-RR Tes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분석 
- 결함 검출 평가 

Logistic POD 모 탤 적 용 
- 결함 크기(길이， 깊이) 평가 

ASME Code Sec. XI App. VIII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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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신뢰도 분석 모델 

1. 검출확률 모델 

비파괴검사의 신뢰도는 POD곡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불확실도를 펑가 

할 수 있다. POD곡션은 결함크기의 함수로 표현되며， 결합의 크기를 알고 

있는 시험편을 이용한 검사 신뢰도 시험을 통해 평가된다. 확률모렐은 일 

반적으로 모텔이 나타내는 곡선과 신뢰구칸으로 명가되어진다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POD 모텔이 제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Berens[3]가 제안 

한 모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비파괴검사 시 통일한 크기의 결함도 다른 지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 

합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검출확률올 갖게된다. 이와 같이 검사과정의 불확 

실성으로 언해 발생되는 검사성농올 검출확률이라 하며， 결함의 크기 a의 

함수로 POIXa}로 나타난다. POIXa}는 결함의 크기률 알고 있을 때 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 POIXa}를 평가하기 위한 변수들은 통계적인 기 

법이 사용되고， 시험에서 발생되는 오차가 평가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비파괴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법들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기존에는 모든 주어진 결함 크기에 대한 일정 

한 검출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되어 이항분포가 사용되었다[4，51 이 

비변수적인 해석방법은 특정한 결합크기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상적으로 낮은 신뢰구간올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크기의 결함올 포함하고 있는 다량의 시험편에 대한 많은 양의 검사 데이 

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한 크기의 시험편을 다량 확보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분류표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들 

이 고안되었다. 집단분류표에 의한 해석방법온 검출확률에 대한 결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올 수 있으나 더 낮은 신뢰구간올 얻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POIX찌 모텔을 위한 가정적인 접근 방법들이 발전되었다. 

NDT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분석 함수인 POIX띠는 누적로그정규분포나 

이와 유사한 로지스틱(Jogistic) 함수에 의해 이상적으로 모델화 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NDT의 신뢰도 분석에서 통계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구간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신뢰도 분석 모텔에 대한 수학적언 

모델을 본 절에서 셜명한다. 

NDT에 적용되는 방법은 다양하며 어떠한 방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함의 존재에 대한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ND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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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체에 몰리적인 자극을 주고， 자극에 대한 웅답올 해석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특정한 결함에 대해，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반복적인 검사를 수행 
하여도 결함에 대한 용답은 다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검사장비의 보정 
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통과 검사에 대한 검사자의 변화성 때문이다. 이 
러한 변화성은 검사과정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또한 같은 크기의 여러개 
의 결함들도 다른 진폭의 용답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는 시험체의 재질 
과 결합의 기하학적인 형상파 방향성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든 인자들이 
검사의 불확실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검사성능의 통계적 특정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NDT 신뢰도 평가에 대한 두 가지의 확률적 접근방법이 었다. 검사결과 
가 단지 결합의 존재여부만을 기록할 때에는 찾음 • 못핫음(hit/miss) 데이 
터로 분류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유한 이항데이터의 특정올 갖게 된다. 
찾음 • 못핫음의 결정외에 NDT의 신호용답에는 더 많은 정보가 었다는 
것이 최근에 연구되었다. NDT에서 발생하는 신호 웅답은 감지되는 결함 
의 크기로부터 발생되어지며， 이러한 특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측 
정된 결함크기 

1.0 

0.8 

。 0.6

g 

0.2 

0.0 

o 2 3 4 5 

length (cm) 

(Fig.6-2-1 Logistic curve fit to POD data with 95% bounds[l]) 

(measured flaw size) 데이터라고 하며 â라고 표시한다. 두 번째 분석방 
법은 a에 기초하여 발전되었다. 비록 두 데이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찾음 • 못찾음 데이터는 a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두 방법은 
%αa)에 대하여 같은 모텔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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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석방법올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찾옴 • 못찾음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POD( a) 의 수학척인 모텔 

을 다루고 있다. 

NDT 신뢰도 연구를 위해 수행한 시험은 대체로 시험편에 대해 적은 

검사가 수행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신뢰구간율 얻기 위해서는 Round 
Robin Test와 같이 많은 검사자들에 의한 반복적으로 많은 검사를 수행하 
는 프로그랩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원전 선진국에셔는 NDT의 Round 
Robin Test 프로그랩을 개발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2-1 
은 미 국의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에 서 보고한 

Round Robin Test의 결함검출확률 결과의 한 예이다. 각각의 데이터는 
검출된 크랙의 크기에 대한 검출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옴과 같은 유 

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검출확률과 크랙크기와의 상관관계 

POD=(pfJp)dp 

홍 응g p。。

-。

gti흉ii 

a 

Crac‘ length 

(Fig. 6-2-2 Schematic of distribution of detection probabi!ities for cracks of 
fixed length) 

• 통일한 크기의 크혜에서 발생하는 다른 검출확률 

· 크랙크기 외에 검출확률에 영향올 미치는 다른 인자들의 존재 

이러한 데이터의 특정은 일반적인 이항데이터의 특정과 일치하여 신뢰 

도 분석 모텔을 제공한다. 

PO.αa)는 NDT 장비의 적용으로 검출 가능한 모든 결합의 크기 (a)의 

비융로 나타난다. 결함올 크랙이라 정의할 때， 일정한 분포의 집단속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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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각각의 크랙의 크기 (a)는 크랙마다 고유한 검출확률 p를 가지며 
검출확률의 밀도함수는 f.(P)가 된다. Fig. 6-2-2는 업의의 크랙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다. 검사에서 검출되어진 크래 집단으로부터 임의 
의 크랙에 대한 검출확률은 PI.(p)로 나타난다. 검출되어진 집단으로부터 
임의로 선택된 무조건적인 확률은 p의 모든 범위에 대하여 조건적인 확률 
의 합으로 나타난다. 

POα찌= J
0

1 
Þ fa{끼 φ (1) 

따라서 ， PQαa)는 연속적인 크랙의 크기 a에 대한 검출확률률의 명균이 
다. 식(1)은 Fig. 6-2-2에셔와 같이 %αa)가 연속적인 크랙의 크기에 대 
한 각각의 밀도합수의 평균을 지나는 곡선올 의미한다. 이 곡션은 희귀식 
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mαa) 모텔에 대한 실험적인 가정의 기초를 나 
타낸다 이러한 회귀 모텔을 추정하기 위해 Berens는 7개의 다른 모텔을 
POD( a)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로지스틱 모텔이 NDT 데이터의 신뢰도 
분석에 최상의 모델로 증명되었다 로지스틱 모벨은 이항데이터의 분석에 
혼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델이며 해석적인 간편성과 누적정규로그분포에 근 
사하게 일치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로지스틱 모텔의 두 개의 수학적인 풍식은 아래와 같다. 가장 첫 번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 Blna) POαa)= - l+exp{a+βlna) 

이 식올 변수 a와 8에 대해 정리하연 다음과 같다. 

]=a+ βln(a) h[ pma) 
1-]=ηD( a) 

(2) 

(3) 

식 (3)에서 좌변의 검출확률은 ln(a)의 직선의 함수로 표현되고， 이러한 
표현은 로지스틱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식 (3)에 의해 fηαa)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온 수의 크랙에 대한 검출 결과가 필요하게 된 
다. 식 (3)의 변수 a와 β는 회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회귀변 
수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올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뒤에서 다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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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최우추정분석 (maximum likelihood analysis)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검사결과에 적용되어 많은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
한 결과 

를 얻율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 (2)와 식 (3)의 회귀변수가 회귀분석올 

통해 얻올 수 있다고 하지 

1.0 

c 0.8 

응 
。

@ -cþ 0.8 
." -。
>‘

를 0.4 
.0 
@ 

‘I 。

‘ ι 0.2 

Loglstic, 

u = 0 (8,,= 1) 

ø = 1 

2 3 4 5 6 

Normallzed crack ’ength 
7 8 

(Fig. 6-2-3 Comparison of logistic and cumulative log normal models) 

만， 희귀변수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로지스틱 POD( a) 모델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OD(a) ={ 1 +exp (-[뭘(꾀?)])} -1 (4) 

식 (4)에서 μ = lnaO.5이며 aO.5는 50% 검출되는 크랙의 크기이다. 다시 말 

하면， 검출할 수 있는 크랙크기의 중앙값올 의미한다. POαa)의 기울기는 

6에 반비례하게 된다. 즉， 더 작은 6의 값은 fηαa)의 기올기를 크게 한 

다. 또한 식 (2)와 식(4)의 변수는 다융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μ=품 (5) 

(J=찮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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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PO!X. a)는 식(4)의 μ와 o와 같은 변수를 갖는 누적정규로그분 
포와 실제적으로 같게된다. Fig. 2-3는 μ=0이고 <7= 1 일 때 누적정규로그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식 (4)은 찾음/못찾옴 데이터의 분석 
에 사용되어지는 mαa)의 로지스틱 모델이다. 
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최우추정분석은 가정된 분포에 관계없이 표본 크 

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변 추정량이 적합하게 나타나므로 통계학에서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추정방법으로 이미 다른 문헌에서도 많이 소개되었다[6J.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에 대한 칸략한 소개와 NDT 데이터의 신뢰도를 
해석하기 위한 비대칭 표본 분포의 특성에 대해 껄명한다. 

t번의 검사에 대한 결과를 Xj라 하고 Xj의 확률을 f(X;; 8)라고 하면， 
여기서 θ=(81 .82 ..... 8，)'는 확률모텔에서 변수， k의 빽터이다. 예를 들면， 
찾음/못찾음 시험에서 Xj는 식 (8)에 의해 O 또는 1로 평가된다. 여기서 a 
는 i번째 결함의 크기이고， 8=(μ，에’이다 Xb O.' ， Xll이 n개의 결함에 대 
한 검사결과로써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독립성에 의하여 이들의 우도 
함수O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L(θ- 되j( X;; (7) 

주어진 검사결과 Xj는 알고있는 값이므로 식 (7)은 θ의 함수가 된다. 
최우추정값은 L(θ)의 최대치로 @로 나타난다. 여기서 고려되어지는 모텔 
에 대해서는 logL( 8)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logL(e)=41og j( X ;;e) (8) 

위의 식 또한 정에서 최대화된다. 최우추정은 k에 대하여 동시에 존재하 
는 야래의 식의 해가 된다. 

L =0 , i= 1, ---, k (9) 

NDT 신뢰도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텔에 대한 최우추정은 함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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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실제 변수값인 8; 

에 의해 얻어지는 형균을 갖는 비대청정규분포(asymptotically joint 

normally distribution)로 나타나며 , 분산-공분산( variance-covariance) 행 

렬은 다음과 같다. 

v r 1 

여기셔， 1는 요소 1;;의 기대값 E이다. 

I =-E| -4L-1ogX X ‘;Ð)I L ò8 ,.fJ 8
j 

>V6J\ ." ;' ~I J 

(10) 

i , j = 1, ..• , k (11) 

실제로 최우추정， 용는 식(11)의 8를 치환하여 사용한다. 그러므로， 주 

어진 많은 수의 결함에 대한 결과와 %α찌 모델에 대한 특청 함수의 변 

수들이 추정된다. 그리고 변수들의 표본분포는 알고있는 분산-공분산 행 

렬을 갖으며 결합된 정규분포가 된다. 

POD( a)는 누적 분포항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cdf)에 대 한 식 이 

며 변수들은 최우추정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Cheng과 Iles[1]에 의해 연 

구된 방법은 POD( a)가 낮은 신뢰구간을 갖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 

한 구칸은 평가되는 분산 공분산 행렬로부터 계산되어지고， 시험에 사용 

되는 시험연의 결함 크기와 개수에 대한 시혐의 감도훌 반영한다. 

추정된 mαa) 모텔은 변수 8=("，에’롤 갖는 정규누적분포함수이다. 

분포함수는 위치 Oocation)와 비융(scale) 변수들에 의해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갖는다 . 

.. r kn -k , l 
I(μ a)=-감τ .. :! l.. •• 1 I (12) 
~， VI a 2 L -k 1 k 2 J 

여기서 n은 검사된 크핵의 수이다. POαa)의 낮은 한 쪽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ODa(a)= φ(Z -h) (13) 

여기셔， Ø(z)는 표준 정규누적분포이다 또한， ε와 h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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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꾀냉二효 
o 

h=많[1+~ t;ZZ짧 Jr .S 

(14) 

(15) 

여기서 r는 원하는 신뢰구간의 수준과 검사에 사용된 크랙의 개수률 
이용하여 Table 2-1에서 얻을 수 있다. 
찾옴/옷찾음 데이터에 대한 로지스틱 모웰이 갖는 변수의 평가는 직접 

적으로는 검사결과의 확률이 O 또는 1이 되는 것에 기초한다. n개의 크랙 
에 대하여 k번의 검사가 수행되었다고 가정하면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μ， 에=패패 p f"O - P j) 1 - Z. (16) 

여기서 Z.ï는 O 또는 1이 되는데 이는 1번째 결함의 1번째 검사에 대하 
여 각각의 결함을 찾지 못하거나 찾올 경우에 해당하며， 결합 크기( a，)에 
대한 검출확률은 다옴과 같다. 

(Table 6-2-1 Values of v for lower confidence bounds on the POD( a) 
function[7]) 

Sample Size 
Confidence level,. a(%) 

90 95 99 
20 3.903 5.243 8.401 
25 3.884 5.222 8.376 
30 3.871 5.208 8.359 
40 3.855 5.191 8.338 
50 3.846 5.180 8.325 
60 3.893 5.173 8.317 
80 3.831 5.165 8.306 
100 3.827 5.159 8.300 
c。 3.808 5.138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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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i따
j- 1 + h(a) 

h(따 =exp [뭘(쁘링二므)] 

(17) 

(18) 

식 (18)의 %αa)는 앞에서 나타낸 식(4)보다 간편한 대수적인 형태이다. 

명가되는 변수의 벡터는 8=(μ，이’이 된다. 

우도함수식 에 log를 취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lnL(μ，에=우우 [ z싸( ι)+ (1 - Z ;;) ln (1- p j)] (19) 

최우추정온 다음과 같은 해롤 가지므로 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iHn T. .............. r Z .... ap 
=뜸픔=F ￥ lτf굶+ 

aln T. .............. r z ‘ ap 
=쁨캄=우￥lτf화+ 

(판짧(쏠)] 
꼼뤘(뿔)] 

위 의 식 (20)과 식 (21)을 칸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hl η ;) 
0=우우풍ι-우듀따j) 

Z;;.. , '- ~ln( a ;)h( a ‘) 
0=후우굽쇄( ai)-F 1+h( ai) 

(22) 

(23) 

(20) 

(21) 

Newton-Rhapson 반복법과 같은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식 (22) 

와 식 (23)의 해를 구할 수 있다[8，9]. 수치해석적인 반복법을 이용하면 최 

대 근사해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식 (22)와 식 (23)에 대한 해는 초기값에 

민감하다. 초기값의 셜청은 모멘트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유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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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X ,p, 강1 μ1=X”-:한1.. - (0.5) 될(X i- X i - 1)(Pi- Pi-1) (24) 

<1= { X잉-광X1- μ 1-(0.5) 흙(처-xe-I)(p.- p , 1)}05 (25) 

여기서 ， X 1, ... ， X，.은 결합 크기와 ρ，의 자연로그값으로 1번째 결함 크기 
의 

검출 비율이다. 만일 위의 식이 수렴되지 않으면 q.의 초기 추정값올 중가 
하여 종종 수렴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식 (22)와 식 (23)이 항상 해를 갖 
는 것은 아니다. 

2.2 결함크기측정의 평가 모렐 
ASME Sex. XI, Appendix VIII에서 초음파탐상검사의 결함 크기를 평 

가하는 방법은 최소채곱법(Ieast square method)에 의한 회귀분석이 이용 
된다[IO]. Fig. 6-2-4는 최소제곱법에 의해 추정된 변수들의 정의를 나타 
낸다. 

Fig. 6-2-4에서 A선은 션형 회귀선Oinear regression line) , 식 (26)과 같 
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나며， 최소 제곱 방법(Ieast square method)에 
의해 n개의 데이터 점 (x" y ,), ... , (x •• y.)들이 최적으로 회귀된 션이다. 

y=a+bx (26) 

식 (26)의 a와 b는 희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이며，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a=질1:1 _ .. 휠즈i N -V N 

b lVZxJ/i- (Exi)(ZYi) -
.NI:x7 - (I: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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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4 Definition of statistica! parameter[10]) 

여기셔 a는 회귀션의 y절편이며 b는 회귀션의 기울기 ， N.은 데이터의 

수이다. 직션 B는 실제의 결함 크기와 측정된 결함크기가 이상적으로 같 

게 나타날 경우의 이상적인 선(ideal line) , y= x이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해 상관계수 

가 이용된다.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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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측정의 갱확도를 나타내기 위한 평균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30) 
|d11 +ld21 +. . . +ld,,1 

t 
Mean Deviation = 

참고적으로 RMS(root mean square) 오차는 다옴과 같이 정의되며， 초 
음파탐상검사로 명가한 결합깊이가 ASME Code 요건에 만족하려면 실제 
결함감이와의 RMS 오차가 0.125 inc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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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훌(mi- t)~) 
(31) 

식 (31)에서 mi는 측정한 결함깊이 ， t;는 실제 결함깊이 n은 측정한 결함 
의 개수이다. 

POD of a, 
i = 1, 2, 3, .... N 

o Mean, 
(Fig. 6-2-5 Triangular distribution used for POD) 

2.5 

2 

1.5 

1 !\ / a 톨 b=1 

0.5 

。L/.
0.2 0.4 0.6 0.8 1 

(Fig. 6-2-6 ß-distribution depending on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3. Monte Carlo 시 율 레 이 션 

3.1 검출확률의 시율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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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확률의 통계적인 시율레이션옳 위해서는 검출확률의 특성에 맞는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검출확률은 검사자가 결함올 검출했을 정 

우 1로 표현되고 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0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검출확 

률은 0과 1사이에 분포하는 가장 큰 특정을 갖는다. 따라서， 검사자가 임 

의의 결함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사룰 수행하여 얻은 결파에 대해 Fig. 
6-2-5와 같이 삼각분포로 가정된다 

Fig. 6-2-5의 삼각분포로부터 검출확률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게 된 
다. 검출확률의 확률밀도함수로는 구간을 O과 1을 갖는 가장 큰 특정올 갖 

는 ß-분포를 이용한다. ß-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식 (32)와 같은 수학적 

정의률 갖는다. 

y= j(셔a. b) = DI! 1.\ x a
- 1(1- x) b-l 1(0. 1\(x) B( a.b)" \~ .. , '(0.1) (32) 

삼각분포로 가정된 표본분포의 데이터에 대하여， 식 (32)의 변수 a, b률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변수를 추정할 수 었다[11]. Fig. 2-6은 추정된 변 
수를 이용하여 나타낸 ß-분포이다. 검출확률의 시율레이션은 추정된 ß
분포로부터 PC의 랜텀 수 발생기 (random number generator)를 이용한다. 

3.2 크기측정의 시율레이션 
크기측정은 검사자가 임의의 결함에 대해 가장 작게 측정하는 경우와 

가장 크게 측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Fig. 6-2-7과 같은 삼각분포로 가정 
된다. 검사자의 크기측정결과 데이터는 정규분포로 나타난다. 식 (33)은 정 

규분포의 수학적 정의이다. 

y=뼈μ， 이=꿇e렇파 (33) 

삼각분포의 표본데이터로부터 식 (33)의 변수 μ 11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변수 μ는 평균이며 11는 표준편차이다. Fig. 6-2-8은 μ =20 ， 11=5일 때 

의 정규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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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7 Triangular distribution used for defect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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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8 Nonnal distribution) 

- 234 -



제 3절 초음파탐상 PD-Round Robin Test 

초옵파검사 PD-RRT의 주요한 목적은 현장 환경 조건하에서 적용되 

고 있는 검사절차서로 결합검출이나 결함크기 측정 성능에 영향올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명가하여 검출 유효성 (detection effectiveness)올 결정하는 

것이다. 즉， 초음파검사 PD-RRT률 통해， 1}실제 수행된 ISI방법의 신뢰성 

올 명가， 2}첨단 NDE 기법의 신뢰도를 향상， 3}더 효율적인 ISI를 확보하 

기 위한 요구사항 둥의 개선과 같은 기대효과롤 얻을 수 있다. 

Fig. 6-3-1은 초옴파탑상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률 나타낸 

다. 초음파탕상 PD-RRT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률 이용하여 크게 검출성농 

과 크기측정성능올 평가하고， PD-RRT에 적용된 셜계변수들의 영향을 평 

가함으로써 검사 신뢰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Fig. 6-3-1 Flawchart of reliability analysis from UT PD-RR test) 

1. 설계변수와 시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통검사와 자동검사에 대해 각각 PD-RRT를 수행하였 

으며수통검사의 PD-RRT의 경우에는 총 9개 업체가 참여하여 2개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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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절차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자동검사의 경우에는 총 4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차서를 사용하였다. 배관 시 
험면은 원전에 사용되는 용접방법과 동둥한 pípe-to-pípe 맞대기 용접부 
를 제착하였으며， 하나의 배관 시험편에는 2개의 원주용접부를 제작하여 
EDM의 결함올 여러 형태로 가공하였고， 다른 하나의 배관 시험편에는 피 
로균열을 가공하였다. 수동 초음파검사 PD-RRT에서는 원전가동중검사 
참여업체 그룹의 경우 반드시 1개의 립은 ASME Sec. XI Code 요구사항 
을 충족하는 초음파검사 절차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l개의 립 
은 검사절차서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일반 비파괴검사업체 그룹은 제한없 
이 원하는 절차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팀은 시험에 
셜계된 변수에 따라 모두 통일하게 수행되었다. 각 검사팅들은 배관 시험 
면에 대하여 Fig 3-2의 항목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360' ... 

'(OW) 

• (OW) 

。"""

OW:O며aWaD 
JW : lJIIIa' W펴l 

。

I 00뼈 .. Notch 

∞얘;← - ~'" 
l O' J ,‘Y 
~.=-_.-~'f , -- , -, 

’h닝 .... 

(Fig. 6-3-2 Index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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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hoto. 6- 3- 1 UT PD- RR test specimens (a) 304L stainless steel, (b) SA 312 

TP347 stainless stee]) 

(a) Manual UT (b) Auto UT 

(Photo. 6- 3- 2 Ultrasonic PD- RRT) 

2 판정기준 

2.1 검출 판정기준 

검사자가 검출하여 보고한 결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할 

때 결함을 검출한 것으로 판정한다 Fig. 6-3-3-5는 검출기준의 예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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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Fig. 3-6은 검출기준을 적용하여 GU(grading 
unit)을 평가한 결과의 한 예이다. Fig. 6-3-6과 같이 모든 팀에 대한 검출 
정보가 도면으로 나타나게 되고， 시험편정보와 비교하여 검사팀이 보고한 
결함에 대한 검출판정을 수행하였다. 

(1) GU 안에 있는 길이만율 보고된 결합길이 (Ld)로 간주한다. 
(2) 보고된 결함길이 (Ld)는 실제결함길이 (Lo)의 50%-200% 사이어야 
한다.50%보다 작거나 200%보다 큰 결함은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상기 결함에 대해 보고된 결합은 길이 (Lo)의 실제결합과 50%이상 
중첩되어야 한다. 

(4) 축방향결함은 축방향결함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GU안에서 
보고된다면 중첩될 필요는 없다. 

(5) GUl.jJ에 실제 결함이 l개인데 2개 이상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다옴 
의 세부기준올 따른다. 

<D l개 이상이 기준(1) - (4)롤 만족하면 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고된 결함이 모두 기준(1) -(4)를 만족하지 못하면 False Call과 구분 
하여 False Detection으로 처 리 한다. 
(6) GU내에 실제 결함이 2개인데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결함을 보고 
한 경우에는 1개 이상이 기준(1)-(4)를 만족하면 검출한 것으로 간 
주한다. 

(7) Flawed GU와 Unflawed GU의 경계에 결함이 걸쳐있는 경우 
Flawed GU에서 기준(1) -(6)올 만족하면 검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족하지 못하면 False Detection으로 처 리 한다. 또한 Unflawed GU 
안의 결 함은 False Call로 간주한다. 

(8) Unflawed GU 안에 보고되는 어떤 결함도 False Call로 처리된다. 
하나의 Unflawed GU안에 여러개의 False Call이 었더라도 하나로 
간주한다. 

(9) 기준(1)- (8)에 따라 판정된 결과를 각 결함별로 구분하여 판정 
Sheet에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 상기 검출기준올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Detection올 의미하는 ‘D’로 표 
시한다. 

<îl Flawed GU에서 결함을 검출하였으나 상기 검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 
는 경우는 False Detection을 의미하는 ‘FD’로 표시한다. 

@ Flawed GU에서 결함을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Undetected Fla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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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 하는 ‘UF’로 표시 한다. 

@ False Call은 F a1se Call을 의 미 하는 ‘FC’로 표시 한다. 

@ Unflawed GU에서 False Call이 없는 경우는 Nonfalse Call올 의미하 

는‘N’으로 표시 한다. 

[필] [i티밸 

[뽑] [뽑(F) 휩] 

[ 뽑’ ] [ 誌(U) 훨] 
(Fig. 6-3-3 Exarnple of detection acceptance criteria (1)) 

[평 [휩 [월 
[촉] 편년 

(Fig. 6-3-4 Exarnple of detection acceptance criteria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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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 J [f fJ 
(Fig. 6-3-5 Exarnple of detection acceptance criteria (4)) 

l.D. 808MM (360') 

.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1 

-- -

D N FD FD o FC 。 UF FD FD N 。

(Fig. 6-3-6 Exarnple of applied detection acceptance criteria) 

2.2 크기측정 판정기준 

검사자가 검출하여 보고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을 적 

용하여 Length/Depth Sizing을 판정 한다. 

(1) 검출된 것에 한해 Length/Depth Sizing올 형가한다. 

(2) 검출에서 인정된 길이를 가지고 Length Sizing을 평가한다. 

(3) GU1..Jl에 실제결함이 I개인데 2개 이상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Depth 

Sizing에 유리한 것을 선정하여 Length/Depth Sizing 평가에 사용 

한다. 

(4) 보고된 결함길이 (Ld)와 실제결함길이 (Lo)의 절대 차이의 평균을 구 

한다. 

(5) Depth Sizing은 RMS를 명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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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수동 초음파탐상 PD-RR Test 

1.1 변수영향 명가 

통상적인 현장조건의 환경 하에서 POD와 FCP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의 스펙트럽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와 재료 

의 조건을 정의하는 변수들을 시혐의 ’셜계 변수(design variable)’라 부른 

다. 여기서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산적 (discrete) 

인 독 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이 며 , 외 부변수(extraneous variable)는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초음파검사 PD-RRT에서는 7개의 설계변수 

가 고 려 되 었 다(Table 6-4-1). 

Table 6-4-1은 검사 그룹과 절차에 따른 검출성능을 요약하여 보여주 

고 있다. 결함 크기의 분류는 Grading unit내에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Blank, 결합의 d/κd=결함갚이， t=시험편 두께)가 30% 이하이면서 a(결함 

길이)가 10mm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결함을 Size 1이라 하고， Size 2 

(d/t;;,30, 10mm< a) , Size 3( 30% (d/ ts:60%) , Size 4( 60% (d/ ts:90%)의 5개의 범 

주로 구분하였다. Table 4-2에서 결함의 크기가 중가할수록 검출성농은 

좋아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또한， 그룹 A의 ASME 방법이 0.152의 가장 

적은 FCP롤 발생했으며， 그룰 B의 경우에는 ASME 방법이 Advanced 방 

법보다 검출성능이 우수하게 나타앓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변수가 검출성능에 영향올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시험연 변수 

인 결함의 크기는 검출성능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었으며， 검사 그룹 

이나 검사방법 역시 검출성능에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4-3은 결함유형에 따른 검출성능을 나타낸다. 시험편에는 EDM 

notch형 결함과 TFC형 결합이 인공적으로 제작되었다. EDM notch에 비 

해 TFC는 비교적 자연결함에 유사한 결함의 유형으로 검출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EDM notch의 경우 Size 2 

와 Size 3에 대하여 0.8(80%)의 높은 검출확률로 나타난 반면， TFC는 낮 

은 검출확률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4는 결합의 방향성 변수에 

따른 검출성’능을 나타낸다. 축방향결합과 원주방향결함에 대한 검출확률 

은 축방향결합이 검출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원주방향결함에 비 

해 검출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축방향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 검 

사자는 탐촉자를 반복적으로 목돌림주사하여 검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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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탐촉자의 업사방향과 결합의 면상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검출이 용이하지 않아 원주형결함보다 검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Fig. 6-4-1은 두 개의 중첩된 결함에 대한 검출결과를 나타낸다. 총 3개 

의 중첩결함이 있는 GU(grading unit)에 대하여 15개 팀에 의해 총 457fl 

의 검출에 대하여 하나도 검출하지 못한 경우가 26개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두 결함 모두 검출한 경우는 3개로 나타나 이중결함의 검출확 

률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대부분의 검사자가 2개의 

결함에 대하여 1개의 결함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실제 결함의 걸이보다 

크게 측정하여 검출판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간 

주되었기 때문이다. 

(Table 6-4-1 Design variablesl 

Specimen Type 
304L Stainless Steel 

SA 312 TP347 Stainless Steel 

Defect Type 
Thermal Fatigue Crack(TFC) 

EDM Notch 

Defect Geometric 
Axial Crack 

Circumferential Crack 

Defect Size Blank, Size 1, Size 2, Size 3, Size 4 

Inspection Group ISI Vendor and NDT Co. Ltd 

Inspection Team 15 Teams 

Procedure Type ASME Code or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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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2 Summary of detection perfonnance on procedure of eachgroup) 

Blank 

FCP 0.152 0.400 0.286 0.450 
# Insp. 46 20 70 20 

Size 1 

POD 0.350 0.063 0.071 0.063 
# Insp. 40 16 56 16 

Size 2 

POD 0.519 0.583 0.548 0.417 
# Insp. 27 12 42 12 

Size 3 

POD 0.553 0.625 0.696 0.563 
# Insp. 38 16 56 16 

Size 4 

POD 0.792 Iαm 0.886 0.500 
# Insp. 24 10 35 10 

FCP ; f:허se call probability 
POD ; probability of detection 
# Insp. ; Number of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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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3 Summary of detection perfonnance on inspection procedure) 

Blank 

FCP 0.219 0.425 
# Insp. 116 40 

Size 1 

POD 0.211 0.(J63 
# Insp. 96 32 

Size 2 

POD 0.534 0.500 
# Insp. 69 24 

Size 3 

POD 0.625 0.594 
# Insp. 94 32 

Size 4 

POD 0.839 0.75 
# Insp 59 20 

FCP 때se call probability 
POD ; probabiIity of detection 
# Insp. ; Number of ins야ct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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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 6-4-4 Summary of detection perfonnance on inspection group) 

Blank 

FCP 0.276 0.368 
# Insp. 66 % 

Size I 

POD 0.207 0.067 
# Insp. 56 72 

Size 2 

POD 0.551 0.483 
# Insp 39 54 

Size 3 

POD 0.589 0.630 
# Insp 54 72 

Size 4 

POD 0.896 0.693 
# Insp 34 45 

FCP ; false call probability 
POD ; probability of detection 
# Insp. ; Nurn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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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5 Summary of detection perforrnance for specimen variables) 

EDM Notch 

POD 0.800 0.800 
# Insp. 15 15 

1FC(thennal fatigue crack) 

POD 0.567 0.667 0.800 
# Insp 30 15 15 

(Table 6-4-6 Summary of detection perforrnance for detect geometric 

variables) 

Circumferential 
POD 

# Insp 
Axial 

# InsD. 

•• 
30 .. 

z 
:.:. 20 
u 

s . " g --ι 
.0 

0 

0.320 0.622 
75 45 

0.333 0.533 
15 15 

No 。，. Two 

Number of detec‘10. 

(Fig. 6-4-1 The number of detection for overlap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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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출성농 평가 
Fig. 6-4-2는 초음파검사 PD-RRT에 참여한 모든 팀의 검출성능올 보여 

주는 POD 곡션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곡션은 국내 초음파검사의 검출성 

능올 나타내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크래의 크기가 중가할수록 검출확률 

은 증가하게 된다. 이상적인 검출확률 곡션은 95% 신뢰구간의 폭이 좁으 

면서 POD가 작은 크랙에서부터 1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보다 정확한 

POD 곡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POD 합수가 갖고 있는 희귀변수를 평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변수에 물리척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설계변수에 따른 회귀변수의 변화훌 흥 

해 POD를 추정하여 검출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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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2 Logistic curve fit to POD data with 95% bounds of Manual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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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6-4-5 Logistic curve fit to POD data with 95% bounds of ASME Code 

(b) POD vs , Depth (a) POD vs. Lengt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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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6-4-6 Logistic curve fit to POD data with 95% bounds of Advanced 

procedure) (a) POD vs. Length (b) POD vs. Depth 

(a) 

팀의 데이터에 대한 

초음파검사의 결함크기 

모든 

1.3 결함크기측정 평가 

초옴파검사 PD-RRT에 참여한 

나타내는 선형회귀선이며， 국내 

- 249 -

Fig. 6-4-7은 

결함크기 평가를 



측정기량 수준올 가늠해 볼 수 있다. Fig. 6-4-7 (a)는 실제결함 길이와 

측정된 결합의 길이를 나타내고 (b)는 실제결함 깊이와 측정된 결함의 깊 

이를 나타낸다. 결함의 길이의 경우 이상적인 선(ideal line)과 거의 일치하 

고 있으므로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항의 갚이 측정의 경우 

두 선의 기울기 차가 크기 때문에 측정값은 실제 결합 깊이와 큰 연차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깊이 측정이 실제의 결함보다 작게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4-7의 선형회귀모델의 변수를 이용하면 측정된 결함크기의 정확성 

을 평가할 수 있다. ASME Sec.XI, App.VIII에서는 배관의 결합의 길이 

측정 평가 기준은 평균편차가 1인치 (25.4mm)이내이면 기준을 만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결합의 깊이는 RMS가 0.125인치 (3.12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SME Code의 판정기준과 비교할 때， Table 6-4-7에서와 

같이 결함의 길이 측정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able 6-4-8 

에 나타난 결함 갚아 측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량한 것으로 나타냈다. 

(Table 6-4-7 Surnrnary of linear regression fits for defect length sizing) 

6.445 

4.006 0.933 0.808 6.743 

8.747 0.842 0.750 8.762 

7.353 0.836 0.759 7.955 

3.238 1.049 0.842 7.955 

a =C lsnOIOIRe야πIea Otpiftm1 o yf( Cxo y)e(fxf)icient b = 
r = 
M.D. = mean di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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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8 Summary of linear regression fits for defect depth sizing) 

8.168 0.181 0.209 9.975 

2.348 0.342 0.371 17.455 

4.552 0.168 0.252 11.168 

8.315 0.450 0.406 8.562 
;씻 δ ” 

a = intercept of y(x) 
b = slope of y(x) 
r = correlation coefficient 
RMS = root mean 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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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onte Carlo 시율레이션 

(1) 검출성능 평가 

초음파검사 PD-RRT 결과로부터 획득한 검출확률의 생플데이터를 이 
용하여 각각의 크랙크기에 따른 검출성능의 확률밀도합수를 추출하고， 랜 

덤 수 발생기툴 이용하여 많은 데이터률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의 Statistics Toolbox를 이용하여 검출확률의 확률밀도함수로 
가정된 ß-분포의 변수를 최우추정법으로 추출하여 랜텀 수률 각각의 크 

랙의 크기에 대하여 1007ß 의 데이터를 생성시켰다. 이러한 통계적 시율레 

이션을 이용하면 하나의 크랙에 대하여 1007ß 의 팀이 검사한 것과 유사한 

데이터률 획득할 수 있으며， 이들 데이터로부터 100개의 팀이 검사에 참 

여했을 정우의 검출확률이 예측 가능하다. 초옴파검사 PD-RR Test에 참 
여한 157ß 팀의 데이터로는 통계처리에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적어 

POD곡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반면， Monte Carlo 시율레이션[12-13]을 

이용하면 기존의 POD곡선에 비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POD를 예측하는 정확도는 높아진다. Fig. 6-4-17는 Monte Carlo 시율레 
이션을 이용한 POD곡션을 나타낸다. 통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확도는 데이터의 양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Monte Carlo 
시물레이션을 통해 다량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 기존의 로지스틱 POD 
곡선보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었다. Fig. 6-4-2와 Fig.6-4-17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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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가장 큰 특정은 신뢰구간의 폭이 좁게 나타나는 것올 알 수 있다. 

확률예측에서 신뢰구간의 폭이 좁을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향상된다. 따라 

서， Fig. 6-4-17의 Monte Carlo 시율레이션을 이용한 검출확률곡선이 
Fig. 6-4-2의 POD곡선에 비해 신뢰도가 높으며， 이러한 효과를 통해 초 
음파검사에 대한 POD를 예측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u ，。

。. 。.

-- PODω •• .., -- POO OllR'. 

”‘ c，"’닝_ .... ”‘ c’" ...... ‘m‘ 

•• 。 10 15 20 21 

Crack Depth ImmJ 

(a) ili) 

(Fig. 6-4-17 Logistic curve fit to POD data from Monte Carlo simulation) 
with 95% bounds (a) POD vs. Length (b) POD vs. Depth 

(2) 크기측정성능 명가 

Fig. 6-4-18은 초음파검사 PD-RRT의 길이측정결과의 생플데이터로부 
터 추출한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1007ß 의 무작위 수를 Monte Carlo 
시율레이션 하여 100개의 팀이 길이측정올 수행할 경우의 측정성능을 나 

타낸다. 

Fig. 6-4-2(a)에서 검사자의 길이측정기량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 

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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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8 Regression fit of Monte Carlo simulated measurements data) 

시물레이션 결과에서도 길이측정성능은 Fig. 4-18(a)와 같이 이상적인 선 

에 보다 근접하는 회귀선으로 나타나 길이측정기량이 다소 정확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 데이터로부터 얻은 Fig. 4-2과 시률레이션 데이터로 
부터 얻은 Fig.6-4-18올 비교할 때， 보다 많은 검사자들에 의해 길이측정 

이 이루워질 경우에는 길이측정의 정확도를 다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4-18(b)는 시률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한 깊이측정기량의 
결과이다. 실제 김이측정의 경우 Fig. 6-4-2(b)에서 와 같이 정확성이 길 
이측정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율레이션 결과에서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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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량이 회귀선과 큰 편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나， Fig 6-4-2(b)와 

Fig. 6-4-18(b)를 비교할 때 Fig. 6-4-18(b)의 기울기가 이상적인 선과의 

편차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검사자들에 의해 반복적인 검사가 

수행될 경우에는 정확성이 다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크기측정성농의 향상을 위해서는 동일한 결함에 대해 반복적인 검사가 

수행될 경우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율 

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반복적인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동반되는 분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검사방법의 개발 

과 검사자의 기량향상올 위한 교육을 통해 초음파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l.5 팀 오차 명가 

(1) 검출성능 

Table 4-6은 ASME Code Sec. XI, App. VIII의 기 량검 중 시 험 합격 

기준올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초음파검사 PD-RR Test에 이용된 시험 

편 의 Grading Units올 고 려 할 때 , 총 Grading Units의 개 수는 34개 이 다. 

여기서， 결함이 있는 Grading Units은 24개 결함이 없는 Grading Units은 

l07ß 이 다. 따라서 , Table 6-4-6에 서 와 같 이 Detection test의 경 우 247ß 의 

Grading Units중 16개 이상올 검출해야 하며， 결함이 없는 Grading Units 

에 대한 False Call은 0개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팀의 합격/불 

합격 올 평 가하는 것 이 아니 라 립 의 Detection과 False Call올 단지 ASME 

Code, Sec. XI, App. VIII의 합격 기준파 상대적인 비교 평가에 목적 이 었 

다. Table 6-4-7은 각 팀의 Detection 개수와 False Call의 개수를 보여주 

고 있다. Table 6-4-6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을 만족하는 동시에 검 

출생능이 우수하게 명가된 팀은 3이고， 4개의 팀은 Detection은 만족하나 

다수의 False Call로 인하여 검출기 량이 미홉한 것으로 나타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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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6 Performance demonstration detection test acceptance 

criteria[lO]) 

Detection Test FaIse CaIl Test 
Acceptance Criteria Acceptance Criteria 

No. of Flawed Minimum No. of unflawed 
Maximum 

Grading Units Detection Criteria Grading Units 
Number of 
False CaIls 

5 5 10 0 

6 6 12 

7 6 14 

8 7 16 2 

9 7 18 2 

10 8 20 3 

11 9 22 3 

12 9 24 3 

13 10 26 4 

14 10 28 5 

15 11 30 5 

16 12 32 6 

17 12 34 6 

18 13 36 7 

19 13 38 7 

20 14 4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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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7 Summary of detection performance for teams) 

Team No; Group ProcëdÏlre NGOra odrin 아g U@niatgd CrÎtëria 

A ASME 12 3 Bad 
2 A Advanced 16 2 Bad 
3 A ASME 17 0 Good 
4 A Advanced 12 6 Bad 
5 A ASME 17 0 Good 
6 A ASME 12 0 Bad 
7 B ASME 18 2 Bad 
8 B ASME 17 0 Good 
9 B ASME 11 5 Bad 
10 B ASME 9 3 Bad 
11 B Advanced 3 4 Bad 
12 B ASME 10 5 Bad 
13 B ASME 12 3 Bad 
14 B ASME 17 2 Bad 

15 B Advanced 16 5 Bad 

Mean 13 .3 2.67 
Good:31 
Bad : 12 

(2) 크기측정성능 

각 팀의 크기측정성능 평가는 ASME Code, Sec. XI, App. VIII의 기준 

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기량을 평가하였다. ASME Code, Sec. XI, App. 

VIII에서 원전 배관기기의 크기측정기량의 경우， 결함의 길이측정은 평균 

편차가 1인치 (25.4mm)이하일 때， 결함의 깊이측정의 RMS가 0.125인치 

(3.l75mm)이 하여 야 합격 된 다. Table 6-4-8은 PD-RR Test에 참여 한 모 

든 팀의 Length Sizing의 평균면차와 Depth Sizing의 RMS를 나타낸다.7 

번 팀의 경우 평균편차가 4.959mm로 가장 적어 15개 팀 중 길이측정기량 

이 가장 정확하였다. 10번 팀의 경우에는 14.859mm의 평균편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ASME Code, Sec. XI, App. VIII의 합격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모든 팀이 길이측정기량이 우수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깊이측정의 경우 15번 팀의 RMS가 6.757mm로 가장 적 

게 나타났으나 이는 ASME Code, Sec. XI, App. VIII의 합격기준과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 깊이측정기량은 모든 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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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8 Summary of sizing performance for teams) 

Temn No. Cìro~p : Method 
• s￥@; ~RMP -S빼(J:Il→← 
ten학짜E행'1: 

1 A ASME 6.337 8.134 

2 A Advanced 8.372 7.681 

3 A ASME 8.269 11.281 

4 A Advanced 7.326 10.605 

5 A ASME 5.197 11.308 

6 A ASME 4.959 10.843 

7 B ASME 5.995 11.701 

8 B ASME 5.885 13.275 

9 B ASME 9.523 8.179 

10 B ASME 14.859 9 .369 

11 B Advanced 6.565 9.205 

12 B ASME 8.205 15.605 

13 B ASME 11 .503 12.509 

14 B ASME 6.768 10.646 

15 B Advanced 9.557 6.757 

Mean 7.955 10.473 

2. 자동 초음파탐상 PD-RR Test 

2.1 변수영향 평가 

본 연구파 자동 초음파검사 PD-RRT에서는 Table 4-9와 같이 5개의 설 

계변수가 고려되었다. Table 6-4-10은 수동검사와 자동검사의 검출성능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자동검사 시 Size 1, Size 2, Size 

3에서 수동검사보다 높은 POD를 나타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수 

동검사에 비해 FCP가 높게 나타났고 Size 4에는 수동검사의 POD가 자동 

검사보다 높으므로 수동검사와 자동검사의 검출성능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6-4-11은 결함유형 변수에 따른 자동검사의 검출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수동검사에서와 같이 자동검사에서도 EDM notch에 비해 TFC 

가 다소 낮은 검출확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4-12는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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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변수에 대한 자동검사의 검출성능을 보여준다. 설계된 시험편에 

축방향 결함의 크기가 Size 1과 Size 2에 해당하는 범주만을 갖기 때문에 

이 두 범주에서만 비교가 가능하였다. 수동검사의 결과와 같이 원주방향 

결함에 비해 축방향 결함의 POD가 낮게 나타나 검출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었다. 이러한 원인은 자동검사 시 탐촉자의 주사방향이 용접비드선에 

수직하게만 주사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축방향 결함에서는 초음파가 결함 

의 면상방향에 수직하게 입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출성능이 원주방향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4-9 Design variables) 

Specimen Type 

Defect Type 

Defect Geometric 

Defect Size 

Inspection Team 

:Iqs~dotì;gþtiditions Defined by,' tbe ,Våriables 

304L Stainless Steel 
SA 312 TP347 Stainless Steel 

Thermal Fatigue Crack(TFC) 
EDM Notch 

Axial Crack 
Circumferential Crack 

Blank, Size 1, Size 2, Size 3, Size 4 

4 Teams 

자동검사에서 두개의 결함이 중첩되어 있는 Grading Unit의 결함에 대 

해서는 Fig 6-4-18파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첩결함을 하나의 

결함으로 보고하였으며， 하나의 결함도 검출하지 못한 경우도 4개로 높은 

빈도를 차이하고 있다. 중첩결함의 경우에는 결함이 성장하여 두 개의 결 

함이 큰 하나의 결함이 되어 용접부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중첩결함에 대한 검출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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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10 Summary of detection performance on inspection type) 

De이tSi성e Mànû~ll Auto 

Blank 

FCP 0.322 0.367 

# Insp. 156 36 

Size 1 

POD 0.137 0.281 

# Insp. 128 32 

Size 2 

POD 0 .517 0.583 

# Insp. 93 21 

Size 3 

POD 0.610 0.646 

# Insp. 126 30 

Size 4 

POD 0.795 0.65 

# Insp. 79 19 

FCP ; false call probability 
POD ; probability of detection 
# Insp ; Number of inspection 

(Table 6-4-11 Summary of detection performance for specim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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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12 Summary of detection performance for detect geometric 

variables) 

EDM notch 

TFC(thermal fatigue crack) 

0.25 0.333 

4 3 

7 

6 

cu 

‘‘ 

”J 

nt 

z 
-
〉Q
Z
@
그
σ
@」
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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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detection 

(Fig. 6-4-18 The number of detection for overlap defects) 

2.2 검출성능 평가 

Fig. 6-4-19는 자동검사의 검출성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한 

POD곡선이다. Fig. 6-4-19(a)는 결함의 길이에 따른 검출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동검사의 결함길이에 따른 검출확률은 결함길이 

15mm이상에서 대략 0.66(65%)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mm보다 작은 결함에서는 95%선뢰구칸의 폭이 크고 검출확률도 낮게 

나타나 이 부분의 결함크기에 대한 검출정보의 선뢰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Fig. 6-4-19(b)는 결함깊이에 따른 자동검사의 검출확률이다. 대략 

0.6(60%)의 검출확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5mm이하의 결함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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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95%신뢰구간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출정 

보의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신뢰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검사시스템 

이 결함이 있다고 보고하여도 결함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짓지시 

일 확률(FCP)이 높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결함에 해당하는 크기이므로 

위험한 결항은 아니지만 만일 엄계결함크기에서의 PüD가 낮올 경우에는 

세심한 검사가 필요하게 된다. 

• 、 • • ε ·• -
、← _.,-

• • • • 

1.0 

0.8 
r、

’.“ ........................ ‘ • 

.. •.-
-

1.0 

-

---, 

! 

나
 

5 

-

-
@ 

i
l

짜
 

[[&•• I!........ .-.... 

-’ 
ι-'-

10 

• 

0.8 

• 

@ 

Fa)a.MI 

-9!’‘~-
g 10 15 20 

Q훌@뼈，[m깨 

0.2 

0% m 

- POD CU\IO 

- 잊;% Qwlfidence lIrr’k 

80 20 30 쩌 $ 

a용:kLer멍th [rrrn] 

0.2 

0% 

(a) (b) 

(Fig. 6-4• 19 Logistic curve fit to POD data with 95% bounds) 
(a) POD vs. Depth (b) POD vs. Length 

2.3 결함크기측정 평가 
자동검사의 결함크기측정 평가는 수동검사와 같온 방법인 ASME 

Sec.x1, App. VIII에 의해 명가하였다. Fig. 6-4-20은 자동검사의 결함길 

이측정 성능을 나타낸다. 수동검사의 길이측정성능에서와 같이 자동검사 

도 길이측정성능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원전 ISI 

에 적용되고 있는 자동 검사시스템의 길이측정성놓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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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20 Regression fit of all teams' length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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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21 Regression fit of all teams' depth measurements) 

Fig. 6-4-21은 자동검사의 결함갚이측정성능을 나타낸다. 깊이측정의 

경우 길이측정과는 달리 ideal선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측정 정확도가 

우수하지 못하다. 그림에서와 같이 lOmm 근방의 교차점올 기준으로 

1이nm보다 작은 결함에서는 실제결함보다 크게 측정하였으며， 그 이상의 

결함은 실제결함보다 작게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문제를 발 

생시킬 우려가 었다.(1) 임계크기보다 작은 결함을 엄계크기보다 크다고 

보고할 경우. (2)엄계크기보다 큰 결합올 작은 결함으로 보고하는 경우， 

첫번째의 경우에는 잘못된 비파괴검사의 거짓정보로 언하여 원전기기에 

경제적인 손실올 초래할 수 있으며， 두번째의 경우에는 원전기기의 안전 

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전 ISI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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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자동 검사시스템의 갚이측정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4 팀 오차 평가 

(1) 겸출성능 

Table 6-4-13은 자동검사 PD-RR Test에 참가한 팀들의 검출성능 판 

정 결과이다. 표에서와 같이 참여한 4개의 팀이 모두 ASME Sec. XI, 

App. Vln의 판정기준에는 미달하였다. 그러나 1, 4번 팀이 2， 3번 팀에 비 

해 비교책 우수한 검출성능을 나타냈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 

다. 참여한 팀의 검사장비가 대부분 비슷한 사양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원 

인은 검사자의 결함판정 능력과 검사장비의 보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 3번 팀의 검출성능 결과는 수동검사에 참여한 팀의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자동검사장비의 

보정이나 검사자의 결함 판별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검사성능이 수동검사 

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4-13 Summary of detection perforrnance for teams) 

Nö. of ,Defect No. of false call 
'I‘짧mNö‘ Criteria 

Gr~díng Unit Grading Unit 

15 l ßad 

2 7 6 ßad 

3 7 5 ßad 

4 22 2 ßad 

Good: 0 
Mean 12.75 3.5 

ßad : 4 

(2) 크기측정성능 

Table 6-4-14는 자동검사에 참여한 팀의 크기측정성능 결과이다. 참여 

한 4팀 모두 ASME Code Sec. XI, App. Vln의 판정기준에는 미흡하였으 

나， 4번팀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번 팀의 경우 깊 

이측정에서 RMS값이 2.236mm로 가장 적게 나타나 우수하다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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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도 있으나 검출한 결함의 수가 7개 (Table 4-13)밖에 검출하지 못하 

였으므로 측정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길이측정성능도 1 

번과 4번 팀이 우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2번， 3번 팀과 측정기량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6-4-14 Summary of sizing performance for teams) 

Sìzing 
Team 힐o’ 

Depth RMS (mffi) Length ‘ M;D; , ({Ílîl1) 、、、 ζ~、‘.

5.330 6.532 

2 14.474 2.236 

3 11.882 5 .227 

4 6.158 4.182 

Mean 9.461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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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근 

거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초음파검사 PD-RRT 결파의 통계적 신뢰도 
명가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음파 비파괴검사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존의 logistic 
POD 모텔에 Monte Carlo 시율레이션 기법을 적용하는 신뢰도 평가 
모탤올 개발하였다. 

2) 검사 그룹이나 절차서 변수는 검출성능에 큰 영향율 미치지 않았으나， 
시험연 변수인 결함크기와 결함유형 변수는 검출성능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자동 초음파탐상 PD-RR Test를 분석한 결과에서 팀별 검출성농과 
크기측정성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자동 검사 시 검사절차서， 장벼보 

정， 결함정보의 판독에 대한 검사자의 영향이 수동검사보다 큰 것으로 

사료된다. 

4) 결함크기측정성능 명가의 경우， 길이측정의 경우는 상당히 정확하였으 

나， 깊이측정의 경우는 대부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향후 깊이측정에 대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크기측정에 대한 평가는 셜계된 시험편의 가공오차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결함부위에 대한 파단시험을 통하여 정확성에 대한 재평가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초음파검사 PD-RRT를 이용하여 국내 초음파검사의 검출성능과 크기 
측정성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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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사각 탐상 시험 모댈링 

저I 1 절 서론 

1. 서론 

최근 기계 구조물 동의 피검체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결합의 검출 확률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향상과 결함의 정량적 평가롤 위해 초옴파 

탐상 시험 모웰(ultrasonic testing modeI)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었다. 초음파 탕상 시험 모렐은 Fig.7-1-1에 나타낸 바와 같이탑촉자로 

부터 초음파 법의 방사， 시험체 내부로의 전파， 결함으로부터의 산란， 그리고 

산란된 초음파의 수신 동 물리적 현상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다 실 

제적인 초음파 탕상 시험 환경율 표현하기 위해서 탑촉자와 시험체 정계변 

에서 굴절 및 반사， 감죄와 회절에 의한 손실， 전기적 노이즈 둥도 포함된다 

[1]. 초음파 탑상 시험 모텔은 초옴파 탐상 시험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도 

검사 대상체의 형상 및 재질에 관한 정보률 가지고 임의의 위치에 존재하는 

결함으로부터 반사되는 초음파 결함 신호률 미리 예측할 수 있올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토대로 주어진 피검체 검사를 위한 초음파 탑상 시 

혐의 최적 조건올 설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 외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부단히 수행되고 있다. 

초옴파 탑상 시험 모텔링에 판한 초기 연구로서， 약 40년 전 

Free마nan[2-4]은 탑촉자의 원거리 음장에 존재하는 산란체의 펄스-에코 반 

용을 고주파 근사혜를 이용하여 구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개척자가 되었 

다. 그 이후 McLauren과 Weight[5],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연구자들[6-9]은 

Freedman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여 펄스-에코 반웅을 구하였으며， 

Weight[10]는 점 산란체가 초음파 빔의 중심축상이 아닌 엄의의 위치에 존 

재하는 경우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1983년 Thompson과 Gray[l1]는 초 

읍파 탑상 시험 모웰링 분야에서 기념비적 엽적인 초옴따 측정 모텔 

(ultrasonic measurement modeI)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텔이 초옴파 탑상 시 

험에서 획득한 실제 신호률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 

한 것으로 평가되고 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안된 모텔은 결함의 형 

상이 점 산란체 (point scatterer)라든지 결함의 위치가 초음파 빔의 중심축에 

위치해야 한다는 풍의 여러 가지 제약올 가지고 었다. 그 이후 Schmerr와 

그 동료들에 의해 이러한 제약이 대폭 완화된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 

어， 지금은 임의의 형상올 갖는 결함이 초음파 탐촉자에 대해 임의의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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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일반화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12-16] 

또한， 최근에 Schmerr는 다중-가우시안 빔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의 모델의 

단점인 방대한 계산시간을 단축시킨 초음파 탐상 시험 모텔령 기법을 체계 

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각 탐상 시험 신호 예측을 위하여 계산 시간 효율 

성 변에서 우수한 다중-가우시안 빔 모델(Multi-Gaussian Beam ModeJ) [3,4] 

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반사체에 의해 반사되는 신호를 예측하는 할 수 있는 

사각 초음파 탐상 시험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초융파당상시스탱모엘 

초읍파당촉자모델 

Specimen 
Flaw 

(Fig 7-1- 1. Elements of an ultrasonic tes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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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다중-가우시 안 빔 모델 

2.1 다중 가우시안 빔 모텔 정의 

실제 사각 탐상 시험시 적용되는 초용파 범은 초음파 탑촉자 웨지， 시험편， 

결함의 다중 매질올 가지고 있기 때푼에 본 연구에는 다중 매질내를 전파하 

는 초음파 빔의 방사 음장을 구하였다‘ 다중 매질내를 전파하는 초옴파 탑촉 

자 방사음장올 구하기 위해서는 매질 I에서 방사된 초음파 탑촉자가 1) 매 

질 II의 경계면까지의 전파， 2) 매질 I과 매질 H의 경계변에서 투과 및 반사， 

3) 매질 II로 투파된 파의 전파과정 혹은 경계변에서 반사된 파의 매질 I에의 

전파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었다. 

우선， 초옴파 탐촉자에서 방사된 빔이 매질 I을 전파하여 매질 H에 도달하 

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7-2-1에 나타내바와 같이 폭이 2ιu。이고， 

곡률 반경 (radius of curvature) 이 R。인 가우시안 빔이 탐촉자 면상의 한 

접 x ’ (지，강.0)에서 생성되는 음장은 식 (7.1)로 쓸 수 았다. 

J j,k,(x) π Gt(O)]-l (x’) l 
P(Xl'X2. 0) = Poexpl "'0'-' • {'" , .. , J (7.1) 

여기서， k1은 매질 I의 파수， Po은 탐촉자 면상의 초기 음압이고， 가우시 

안빔의 형태를 결정하는 상수 하(0)는 식 (7.2)과 같이 2x 2 행렬식으로 쓸 

수 있다. 

G1(O) = r ~o _01 
‘ v 110" 

..L_..L.J..:~ 
Qo R，。 ’ ‘ k1Wo 

(7.2) 

여기서， Qo는 복소 상수로서 Qo외 설수항은 가우시안 빔의 곡흩 반정을 

나타내고， 허수항은 가우시안 빙의 전파에 따론 굴절을 보정하는 항이다. 

Fig 7-2-2은 식 (7.1)를 이 용하여 탐촉자 연상의 초기 음압을 구한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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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 Geometrical tenns when pressure is evaluated on the σansducer 

surface.l 

,L 

(a) magnitude (b) real part (c) imaginary part 

(Fig 7-2- 2. Gaussian beam profile on the transducer surface.l 

식 (7.2)에 의해 발진한 초음파 빔이 X3 축 방향으로 전파하는 과정은 

식 (7.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J.. XI.X l> x~=D，) = P(D,)exp {ikl Ø( D,)} (7.3) 

여기서 D，는 탕촉자 연상에서 매질 I와 매질 11의 경계연까지의 거리이 

며， 가우시안 빔의 진폭을 기술하는 항인 P(D，)는 식 (7.4)로 쓸 수 있으며， 

J융교샘i π강퍼]llπ댐퍼「 
P(D ，)=þ(O)-+ζ;듀}← = P(0) (7 4) 

fI YW' ~ det G~(D，) YW' Ý[G~(D')]llÝ[G↑ (D，)b 

가우시안 빔의 위상을 기술하는 항인 fJi(D시는 식 (7.5)으로 쓸 수 있다. 

( X")"'1 G• (D,)](x ) 
fJi(D,)=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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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G~(Df) = G~(O) + Dtl 이고 I-는 2x2 단위 행렬이다. 

R ‘ùd 
(Medium 1) 

Solid 
(Medium2) 

x -Transmitted 
Ray 

(Fig 7-2-3. Propagation of a Gaussian beam 야1Tough a interface.l 

Fig 7-2-3과 같이 이중 매질내를 전파하는 다중-가우시안범모텔올 식 

(7.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빽i효‘믿1= 찮Ida뤘짜렉靈 (7.6) 

/ 、 ( i.k，X진 G;(x,)r 1
X 2 , 

exp(샤lDf)앉p (i歐a)exp \ ... ,-- .. -2 .. " I --. J 

지금까지 1개의 경계변을 갖는 경우에 대한 다중-가우시얀 범 모텔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좀더 확장하여 2개의 경계면을 갖는 경우에 대한 다 

중-가우시안 범 모텔은 식 (7.7)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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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κted W.ve 

M혀iumm 

Transmitted Wave 

Medium_1 

(Fig 7-2-4. Transmitted and refle다ed waves at the mth interface.l 

폈￡와= 찮ldY펴顯I챔웰靈 
냈웰맞 exp(뼈1Df)앉p(i廠2)exp (ik향3)앉p(꿇랩) 
V detG~(X3) 

여기서， 

[ 쩍(X .. +1)) 11 = 
... ~tJT 

뚫활1.[ 여(자) 111 

cos l!.. hII( cos었-(c!/~"，l)COSO~"" ) 
c∞8;+I + C@8&∞ 8!;.+1 ’ [ 여(x.，) 1 11 

~r 

(7.7) 

+뭘.L %"'+1 

[악(x .. )] 22 
[C:;'+1 (X .. +1)] 

1 + h2i( cos쩨- (d..1 C:;'+I)COS 0:;'+ 1)[갤(X..)] 22 

+-E찮싸l 

[C:;'+1 (X .. +1)]12 = [G:;'+1 (x .. +l)b = 0 이 다. 

두 번째 경계변에서 반사된 다중-가우시안 범 모텔은 식 (7.8)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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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I효뿌 찮1d7펴顯I 댐'RP:f꿇폈 η 

됐훨했짧받늙e앉，xp뼈(샤째샤삐Iρ찌빽빼D야빼빼시써썩앉뼈p(“淑i總滅樹歡廠歐蘭歡2강싸)exp爛(“싸淑總i껴淑滅k險跳삶싫3)빵뺑폐)앙빼폐g뼈꽤p서(댐챔빨랩와씩 ) 
'i det G'(X3) 

여기서， 

꽃앓[ G!(x .. )] 11 
[ E; (x )] l- Lusu, 

cos fJP.. ι，( c∞lI'! - (C!/ C!;J COS 0끼 
C%8;+ C$뼈cos8;，. ‘ [ G~(X，.)]l1 

+훨%"'+1 

[ G!(x .. )],. 
[ G::'+ I (X .. +1) ],.= 

+l\""'m+ lIJ22 1+ 챙(cos앵-(c!/c:;')cos 야)[악(x .. )],. 

[ 강::'+1 (X"+I)]12 = [ G~+1 (x .. + 1)]21 = 0 이다. 

2,2 탑촉자 방샤용장 계산 결파 

’ + C~ ca x, +l 

2.1절에서 언급환 다중-가우시안범 모웰올 이용하여 초음파 탐촉자로부터 

방사된 초음파 뱀이 째료내룰 전파되는 초융파 탑촉자 방사음장에 대한 시 

율레이션을 Matlab옳 이용하여 Fig 7-2-5에 나타낸 바와 같은 액체/고체 경 

계를 갖는 재료 내훌 천파하는 과쟁에 대한 시훌레이션용 수행하였다. 

Fig 7-2-6은 함혹자로와터 10 mm 떨어진 시험편에 10。의 각도로 업사 

한 경우 굴절총화와 꿀철횡화의 전파과정을 계산한 결과이다. Fig 7-2-7은 

탑촉자가 10。경사각올 가지고 극률반경 이 50 mm~ 곡면올 갖는 철에 경 

사 입사한 경우의 결과로서， 경제면의 기하학적 영향에 의해 Fig 7-2-6의 결 

과보다 초옴파 범이 확산되며， 음압이 감소함올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7-2-8는 Fig 7-2-7과 반대 방향의 곡률반경 (-50 mm)을 갖는 곡면에 경사업 

사 되었을 때의 초음파 빔의 진행올 시율레이션 한 결과로서， 경계연의 기하 

학적 형상 때문에 초음파 빔이 집속되는 점이 부분이 생성됩올 알 수 있다 

Fig 7-2-9은 사각 탑상시 수행하게되는 1 skip법의 적용올 위해 바닥 면에 

서의 반사를 고려한 초음파 탑촉자 방사음장을 구한 결과로써. 1 skip 점의 

음압은 입사파와 반사파의 간섭에 의해 음압이 높게 나타납을 볼 수 있다 

여기서. Fig 7-2-6 - 9의 결과는 초음파 빔의 전파 과정의 가시화를 위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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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계수( π'!)와 반사계수(R앙)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PpC pl Medium 1 

P2 ,Cp2,C'2 Mediumß 
x 

(Fig 7- 2-5. Geometry for the propagation of a multi -Gaussian beame through a 

fluid-steel interface.l 

(Fig 7- 2-6. Profile of the radiation beam incident at 10 degree to the plan앙 

water- steel interface from a planar transducer. (P: P- wave, S: S-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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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7. Profile of the radiation be하n incident at 10 degree to the cuπed 

water-steel interface (h = 50) from a planar transducer.) 

(Fig 7- 2-8. Profile of the radiation beam incident at 10 degree to the curved 

water- steel interface (h = - 50) from a planar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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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2- 9. Profile of 비e reflected beam at the bottom surface for (a) refracted 

P- wave and (b) refracted S- wave through the planar water- steel interfa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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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초음파 탐상 시험 신호 예측 

초음파 탑상 시험 신호 예측을 위해서는 그림 7-1-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초음파 탐상 시스랩 모탤， 초음파 탐촉자 모탤， 초음파 탑촉자 방사옴장 모 

델， 산란 음장 모텔， 수신모텔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탑상 시험 

신호 예측을 위하여， 초음파 탐촉자 방사음장 모텔온 다중-가우시안 범 모 

델， 산란 음장 모텔은 Kirchhoff 근사법， 수신 모텔은Rayleigh-Sornmerfeld 

적분법을 이용하였으며， 초음파 탑상 시스탬 모텔과 초음파 탑촉자 모탤은 

시스댐 효율인자ß(ω)를 적용하였다. 

3.1 시스댐 효윷인자(Systern Efficiency Factor) 

시스댐 효율인자ß(ω는 초옴파 탑촉자， 펄서/리시버， 케이블 퉁의 초읍파 

탐상 장비의 특성 나타내는 인자로서， 초음파 탐상 시스댐 모텔과 초옵파 탑 

촉자 모렐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스탱 효율인자는 대비시험에서 획 

득한 실험신호와 대비시험을 기술하는 모델로부터 예측한 이론적 신호의 디 

컨볼루션(deconvolution)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빼ω，)=꿨강 wω (7.9) 

여기서 ， VO( ω)는 실험올 통해 측정한 값이며 ， V ~QI)는 모텔올 통해 예측 

한 값이고，U(ω)는 Wiener 필터로서 식 (7.10)으로 정의된다. 

IVR(ω)1 2 

U( QI) = -;-;-;-파:주4- ? 

IVR(ω)I'+E‘ 
(7.10) 

여기서 E은 아주 작은 상수로써 보홍 E;;: O.05[ max(VR(ωm 값율 사용한 

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각 초음파 탐상의 시스탱 효융인자를 구하 

기 위해서는 대버시험 모웰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 시험편의 원형부분올 대비반사체로 정의하고， 이 대비 

반사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사각 초옴파 탑상 시험 시율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시스탱 효율인자를 구하였다. 대비반사체에서 얻게되는 반사 

파는 Fig 7-3-1과 같이 시험편에 투과된 파가 원형 부분에서 반사되어 다시 
탑촉자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다중 가우시안 범 모텔을 이용하여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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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11)와 같다 

(Fig 7-3-1 Geometrical setup for the calibration of an 뻐gle beam ultrasonic 

transducers. ) 

VR(ω1)= 융 JSVR(ω， ,,)dS (7.11) 

여기서 Vr(ω)는 탐촉자가 수신한 평균 업자속도이고， 탕촉자 면상의 엄 

의의 정 x 에서의 입자 속도인 ι(ω， ，，)는 식 (7.12)와 같이 정의된다. 

VR(ω， ,,)= 철-렇τ-1표'pR짧lS 
. 1+→파4 

뀔끓QL ‘다될(n) ‘다김짜 
det앨(Z2) 많평;:;;많찮강) 

exp(2ik1z 1 )앉p(2했'Z2)exP (챔땅i2.) 

(7.12) 

여기서， 앨P는 왜지에서 STB-Al 시험편으로의 투과계수 R짧는 

STB-Al 시험편의 원형 부분에서의 반사 계수 T낄S는 STB-Al 시협편에서 

혜지로의 투과계수이다 kl ， 책는 훼지와 STB-Al 시험편에서의 파수， ZI' % .. 

는 탐촉자에서 STB-Al 시험편 표면까지 거리 Z2J Z3는초음파 빔의 업사점 

에서 STB-Al 시험편의 원형부분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이다. 
Fig 7-3-2는 식 (7.11)올 적용하여 굴절각이 45' 이고， 중심주파수가 5 

MHz, 직정이 0.375 inch언 원형 탐촉자에 의해 STB-Al 시험편에 업사된 
초읍파 빔의 방사음장이며， 그림 7-3-3은 STB-Al 시험편의 원형부분에서 

- 285 -



입사된 초음파 빔의 반사되어 탐촉자로 되돌아가는 초음파 빔의 방사음장이 

다 Fig 7-3-4는 위에서 언급한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하여 탕촉자 보정 시험 

을 통해 얻은 실험 신호이며， Fig 7-3-5는 식 (7.11) 을 통해 예측한 신호와 

실험을 통해 획득한 신호를 식 (7.10)에 대입하여 구한 사각 초음파 탐상 시 

험 신호 예측을 위한 시스템 효율인자이다. 

(Fig 7- 3- 2. Ultrasonic beam propagation profile from the transducer (5 MHz 

center frequency, 0.375 inch diameter) with the refracting angle of 45 degrees in 

the STB-Al block.) 

(Fig 7- 3- 3. Reflected beam propagation profile from the circular part of the STB-AI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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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4. The experimental reference reflection signal captured by the σansducer ( 

center frequency of 5 MHz, 0.375 inch diameter) with refraction angle of 45 degrees in 

the STB-Al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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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5. The system efficiency factor for the transducer (5 MHZ center frequency, 
0.375 inch diameter) with refraction angle of 45 degrees in the STB-Al block.) 

초음파 탐촉자에서 방사된 

진행된다.따라서，모서 

있다. 

7.3.2 모서리 반사 신호 

1) 모서리 다중 반사 

모서리 다중반사 신호에서는 Fig 7-3-6과 같이 

빔이 모서리에서 두 번 반사된 후에 수신 탑촉자로 

리 다중반사의 경 우에 는 식 (7.12)을 이 용하여 구할 수 

예측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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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탑촉자 면상의 정 x에서의 입자속도 Vmr(ω， ，，)는 식 (7.13)과 같이 

정의된다. 

Vmr(W , ,,) = 풍폼τ-펠(R웠2양lS 
-, 1 +二~

‘I '/_파(n\ ‘다;주묶n\ ‘π;짖(n\ ‘π;강(n\ 

밟찮강7꿇찮;다찮Z4) 7"앓찮5) 
exp(샤lZl)exp總2)exP總3)앉p(i，책Z4폐챔땅와) 

S 

D 

(Fig 7-3-6. Geometry of m버디띠e r，하lec디on.) 

(7.13) 

Fig 7-3-7은 중심 주파수가 5 MHz, 지 름이 0.375 inch이 고， 굴절각이 

45' 인 사각 초옴파 탑촉자를 이용하여 두께 D가 40 mrn인 시험편에 대한 

모서리 다중반사 신호를 통일한 사양의 수신 탑촉자를 반사 빔의 중심촉과 

중심축에서 탑촉자의 반경만큼 화우로 이동하여 수신하였을 때 예측되는 결 

과이다. 수신 탐촉자가 반사범의 중성촉상에 존재할 때 가장 큰 진폭올 나타 

내며 중심 촉에서 멀어짐에 따라 수신 신호의 진폭이 좌우 대칭올 이루면서 

현저히 감소함용 알 수 있다. 이는 초음파 탐촉자의 중심축밖 음압의 분포와 

유사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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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7. pr려icted multiple reflections around the comer with the variation in 

the amount of the shift of the receiving transducer location from the central 

없is of the reflected beam: a) with the slùft of -a, b) with the zero shift, and c) 

with the slùft of +a, where a is the radius of the transducer,} 

2) 모서리 정반사 신호 
모서리 정반사는 초음파 빔의 중심이 모서리 가장자리에 도달하여 반사 

되는 경우로써， 전체 빔이 비행 궤적은 Fig 7-3-8(a)와 같다. 따라서， 모서리 

정반사 경우의 전체 빔 비행 궤적올 살펴보면 초음파 빔이 시험편의 바닥연 

과 옆면에 의한 반사계수가 두 번 존재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Fig 

7-3-8(b)와 같이 모서리 가장자리 위치에 업사된 빔에 수직한 변에서 반사 

되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Fig 7-3-8(b)의 경우에 대한 초음파 탑상 시험 

모텔에 반사계수만을 두 번 곱함으로써 모서리 정반사 신호를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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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서리 정반사의 경우에 대한 다충-가우시안 빔 모델을 적용한 초음파 

탐상 시 험 모웰은 식 (7.14)과 같다. 

Vcr(ω，)=딸산Vcr(ω， x)dS (7.14) 

수신 탕촉차상의 임 의 의 접 x에 의 입자속도 Vcr(ω， x)는 식 (7.15)와 같이 정 의 

된다. 

VR(ω， x)= 청-빨션，P(勳2fs궐웰캘럴파 
0-' 1 +헛 _. "d.μ Zz) V det G;(Z3) 

魔앞 앉P따，Z，)앉P總z)exp(響씌) 
(7.15) 

R13 

----------------~R닝Z 

(a) (b) 

(그림 7-3-8. (a) Geometrical setup for corner reflection, and (b) geometry of 

reflection from the "norrnal" plane to the incident wave.) 

Fig 7-3-9 (a)는 중심주파수가 5 MHz, 지륨이 0.375 inch이고， 굴절각이 

45' 인 샤각 초옴파 탑촉자률 이용하여 두께 D가 25 mrn인 시험편의 모서 

리 정반사 신호를 예측한 결과와 실험 신호률 함께 나타내고 었다 Fig 

7-3-9 (b)는 Fig 7-3-9 (a)에서 사용한 통일 탑촉자를 이용하여 두께 D가 

29 mrn 'i! 시험편의 모서리 정반사 신호를 예측한 결과와 실험올 통해 획득 
한 신호롤 함께 나타내었다. Fig 7-3-9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기법에 의해 예측한 결파가 실험신호와 아주 잘 일치함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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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7-3-9. Comparison of the predicted comer reflection signals to the 

experimenta1 signals from the specimens with the thickness of (a) 25 mm, and 

(b) 2않nm. (Solid line: experimental sign려， Doted line: calculation by use of the 

multi-Gaussian beam modeJ)} 

7.3.3 카운터 보어 반사 신호 예측 

본 절에서는 배관 용접부에 폰재하는 카운터 보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다중-가우시안 범 모텔올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카운터 보어는 초음파 탑상 

시험시 사용되는 초음파 탐촉자 범 폭에 비해 큰 경우인 “대형 카운터 보어 

(Large Counter Bore)" 와 빔 폭에 비 에 작은 경 우인 ”소형 카운터 보어 

(Small Counter Bore)"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대형 카운터 보어 경우에 대하여 고려하면， Fig 7-3-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초음파 탑촉자로부터 업사된 빔이 거리 Zl +Z2 지점에서의 빔 폭 

보다 카운터 보어의 폭 (D시이 큰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는 카운터 보어의 

모서리 부분에서 회절되는 양이 무시할 만큼 작다. 그러나， 업사된 초옴파 

빔의 폭보다 Df가 작은 경우인 소형 카운터 보어는 입사된 빔의 일부만이 

반사되기 때문에， 이는 단순 반사체가 아니라 결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 

라서， 소형 카운터 보어에 의한 반사 신호예측을 위해셔는 식 (7.16)률 적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 (7.16)에서 결함으로부터의 산란 옴장을 기술 

하는 A(ω)에 대한 정의가 필요로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7-3-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형 카운터 보어 의 연을 충분히 작게 나누어 각각의 

미소 면으로부터의 산란 음장을 Kirchhoff 근사법을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소형 카운터 보어의 전체 면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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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ω>}=ß( ω) exp (2뻐lHl) exp(2뼈fH2)[ TI2 C( ω1) ]2 

D 

-p - -p \ 

A(ω1)1-수%걷깝| 
\ - zπ a- μ1 (;1 I 

(그림 7-3-10. Geometry of the counter bore reflection) 

(7.16) 

(그림 7-3-11. Discretization of small counter bore surface into small rectangulars 

for adopting the Kirchhoff approximation) 

Fig 7-3-12는 굴절각이 45。 이고， 중심주파수가 5 MHz, 직경이 0.375인 

치인 원형 탐촉자를 이용하여 Fig 7-3-13에 보인 시험편에 존재하는 폭 15 

mm의 대형 카운터 보어에서 획득한 신호와 이를 다중-가우시안 빔 모델을 

통해 예측한 이론적 신호와 함께 나타내었다. 또한， Fig 7-3-14는 동일 탐촉 

자를 사용하여 Fig 7-3-12의 폭 4 mm인 소형 카운터 보어에서 획득한 신호 

와 이를 초음파 탐상 시험 모델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Fig 

7-3-13, 1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 

한 신호가 실험신호와 아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 / 、-

鎭김LE4$ 갯$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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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2. Dimension of the specimen with two counter b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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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3. Comparison between the theoretical prediction and the exp앙iments 

for the reflection from the large counter bore. (Solid line: experimental signal. 

Doted line: calculation by use of the multi-Gaussian beam mod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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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ignal. Doted line: calculation by use of the multi-Gaussian beam 

mod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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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장에서는 초음파 탐상 시험 모텔의 구성 요소인 초음파 탐촉자 방사옴 

장 모텔， 결함에 의한 산란 음장 모텔， 산란파 수신 모텔에 대하여 논의하였 

으며， 사각 탐상 시험에 대한 초음파 탐상 시험 신호률 예측할 수 있는 초음 

파 탐상 시험 모텔올 개발하였다. 특히， 사각 초음파 탑상 수행시 획득된 신 

호에서 기하학적 신호와 결함 신호의 구별을 위해 기하학적 반사체(모서리， 

차운터 보어)에 의해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예측하였으며， 예측한 신호를 

실험신호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모델을 통해 예측한 신호와 실험신호 

가 아주 잘 일치하였다. 또한， 본 과제를 통해 사각 초옴파 탑상 시험 모웰 

개발올 필수적인 시스탬 효융인자를 구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초옴파 탑상 시험 시율레이션 기법은 형상이 비교적 

단순한 시험펀내에 존재하는 인공결함에 대한 신호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이 

기 때문에， 실제 자연결함에 대한 신호예측 연구는 미홉한 실정이다. 따라셔， 

시험편 형상이 복잡한 원전주요기기 내에 폰재하는 자연결합의 신호예측 정 

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잡한 시험편내를 전파하는 초음파 범의 방사음장 

모탤， 자연결함에서 산란되는 산란파 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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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모든 전자기 현상올 기술할 수 있는 맥스웰방정식으로부터 SG세관용 와전 
류탑상에 적합한 전자장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이 지배방정식에 경계요 
소정식화 및 유한요소정식화를 수행하여 수치해석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 
로그랩은 크게 전처리， 메인， 후처리 부분으로 구성한다. 전처리 및 후처리는 
윈도우즈의 GUI률 이용하여 사용의 편이성을 제공하였다. 메인 프로그램은 
계산량이 많으므로 주로 Linux Server에서 계산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신호와 비교하였다. 이 결 
과를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결함에 대한 와전류 신호를 얻올 수 있고， 확 
보된 많은 신호들올 이용하여 와전류 탐상신호를 예측이 용이해지리라 사료 
된다. 또한， 와전류탐상의 교육 둥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FEM 프로그랩올 이용하여 SG 세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합 형태에 대해 
서 와전류 결함신호를 얻었다. 대칭 결함에서 결합의 선단 폭과 깊이률 변화 
시키면서 얻어지는 결함신호와 비대칭 결함에서 결함선단 편이 변화에 따른 
결함신호 특정올 분석하였다. 대칭 결함에서는 slzmg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추출 및 선택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확률밀도함수와 상관관계롤 
구하였고 그에 따른 P앙ionnance률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대청결함을 제작 
하여 FEM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와전류 모샤결함에 적용하여 보았으 
며， 이때 발생한 위상파 magnitude에 대한 scale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 
지 적용법을 사용하여 보정 factor를 구하였으며 이를 모든 결함에 통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특정추출 빛 선돼과정을 거쳐 확률신경회로망(PNN)과 
역전파 신경회로망(BPNN)을 통하여 결합위치 및 크기산정에 대한 분류성놓 
을 확인해 본 결과， 위치에 대하여는 100%의 분류성놓을 보인반면， 크기산정 
에 관해서는 낮은 Perfonnance를 보였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실제결합과 
FEM 모사결 함에 대 한 Inverse problem 및 Forward problem에 대 한 적 용문 
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편두께 및 장비의 특성 
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풍도 고려해 FEM 모탤링에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증기발생기 전열판의 원격장와전류 탑상기술 개발연구에서는 원격장와전류 
탑상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비자성체인 전열관에서 원격장와전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 
는 탐상주파수률 결정하고， 탐촉자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탐촉자를 사용한 
수치해석 결과는 다양한 결함에 대하여 변별력있는 신호가 나타남올 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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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주었으며， 결합의 깊이와 위상신호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내， 

외부 결함에 대하여 거의 통일한 신호가 얻어진다는 것올 알 수 있었다. 이 

어서 설계된 탐촉자를 제작하고 원격장와전류 탕상시스댐을 구축하여 실험 

을 수행한 결과， 전열관에서도 원격장와전류 효파를 발생시킬수 았으며 결합 

신호도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된 형태와 같이 나타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신호형태를 개선하고자 차동형 탑촉자를 설계하고 신호의 특성올 조사하 

였는데， 내， 외부 결함에 동일하게 민감하고 나아가 두 결합의 구별도 가농 

하며， 결함의 크기변화에 대해 신호의 회전이 적고 크기만 변화하는 단순한 

특성이 었음올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원격장와전류 탑상이 전열관의 

건전성 평가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염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 

열관용 원격장와전류 검사장비가 개발되어 기존의 와전류 탑상결과를 보완 

해 주고， 보다 정확한 전열관 건전성 평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랩인 ANSYS를 이용하여 2차원 둥방성 및 이 

방성 재료에서 탄성파의 전파 및 산란 거통올 고찰하였다 먼저 탄성파의 전 

파， 산란 문제의 유한요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라미터인 체눈 

크기 (요소의 길이)와 시칸 적분에 필요한 시간 간격올 해가 수렴될 수 있도 

록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산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었다. 여섯 가지 경우의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FE 수치 해석 결과는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는 근사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경험을 기초로 차기 년도에는 해석적인 해를 알 수 없는 보다 복잡한 문 

제에 적용하므로써 초옴파 비파괴 검사의 신뢰도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완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올 위한 합리적 규제지칩의 기 

술적 근거를 제공하고 규제요건의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초음파검사 PD-RR Test 결과률 통하여 초음파탐상 PD-RR Test를 위한 절차 

서와 PD-RR Tes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명가 모텔을 개발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도입될 원전의 PDI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초음파 탐상 시험 시율레이션 기법은 형상이 비교적 단순한 시험편내에 

존재하는 언공결함에 대한 신호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자 

연결함에 대한 신호예측 연구는 미홉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험편 형상이 복 

잡한 원전주요기기 내에 존재하는 자연결함의 신호예측 정확성 확보를 위해 

서는 복잡한 시햄연내를 전파하는 초음파 빔의 방사음장 모텔， 자연결함에서 

산란되는 산란파 모텔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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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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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 록 

비파괴검사의 신뢰성 확보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판리의 핵심기술이다‘ 초융파시험과 와전 
휴탑사의 신뢰도 향상율 위하여 다융 다섯 과채가 수행되었다 
1) SG 세판용 ECT검사 정계 요소 해석 기법， 
2) SG 세관 ECT철합신호의 지농형 분석율 위한 신경회로망기법 개발， 
3) 증기발생기 전열판의 현격장와전휴 탑상기술 개발， 
4) UT 산란용장의 FEM 혜석， 
5) 초용파탑상 PD-RR Test~ 용계객 신뢰도 명가 개발 
그 결과로. SG 세판 검사훌 위혜 와천휴 신호의 BEM 혜석， 신정희로망율 이용한 와션휴 결합 
신호의 지능형 해석 및 원거리 와전류 검사흩 위한 FEM 분석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용접 l 
부의 초용파 검사훌 위하여. FEM 을 사용한 2차원 01질에서의 초용파 혜석과 PD-RR t.st훌 홍 l 
한 초용파 검사의 흉계적 신뢰성 평가에 판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툴 결과는 비파괴 명가 
의 신뢰성 향상에 이용될 수 있다 

주제명 키워드 신경회로망， 원격장와전류， 초융파산란옵장. PD-R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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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oing reliabilities o! nondeslruclive testing is e55ential for the li!e-lime maintenaoce of nuclear 
power plant ‘ The oondeslructive testiog methods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th. nucl.ar power 
pl.nt are eddy currenl testing for Ihe inspection of steam generator tubes and ultrasonic testing for 
the inspection of weldments. 

In order to im prove reliabilities of ultrasonic testing and eddy current testing , Ihe subjects 
carried oul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BEM analysis technique for ECT of SG tube , 
2) Development of neural network lechnique for the intelligeot ao.lysis of ECT naw signals of SG 

tubes’ 
3) Developmeol of RFECT technology for the inspection of SG tube , 
4) FEM analysis of ultrasonic scattering field , 
5) Evaluation of st.listical reliabili‘Y of PD-RR test of ultrasonic testing .nd 
6) Development of multi-Gaussian beam modeling lechniqu. to predict accurate sign.1 of angle I 

beam ultrsonic testing with Ihe efficiency in calculation time_ 

Subject Keyw ords Neural Network , R.mote Fi.ld Eddy Current, Ultrasonic Scattering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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