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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  배 의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시스템 개발

II. 연구 개발의 내용  범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은 원자력발 소의 압력기기, 평  형태의 구조

물, 배 과 같은 주요 수동기기의 정비보수에 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SHM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 기기의 한 선정, 사용할 감시 기법의 특성, 센서, 자료 송 방법, 그리고 결

함의 감지 능력 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개발된 다

채  유도 음  시스템의 개발에 하여 기술하 다. 본 시스템은 컴퓨터 앙 제

어를 통해 감시가 가능하며 하드웨어가 지원하면 최  8채 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배열 음  탐 자의 시간 제어가 가능하며 고출력 펄서를 내장하고 있어서 온라

인으로 평 , 배 , 압격 기기와 같은 주요 기기의 상태를 감시하기 한 주요한 기

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한 시스템의 크기가 기존의 장비들을 조합하여 구성하

을 때에 비해 신 으로 작아져 장 설치에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소 트웨

어 으로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배 의 온라인 감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고 수집된 신호에 해 다양한 분석 기법을 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장비를 사용하여 그 동안 연구된 배 의 원거리/원격 기법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감시 기능의 실용성을 증명하 다.

III. 결론  활용 방안

SHM 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에 속하게 용되고 있으나 원자력 분야에서는 안

성을 확보하기 한 기술 용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동 기술의 용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용 이고 경제 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원  분야에서도 

동 기술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춰 원  배 의 SHM에 용이 

가능한 컴퓨터 기반의 다채  유도 음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원  

배 의 구조  건 성 정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서도 기존의 상용 장비들을 조합하는 것에 비해 크기와 경제  측면에서 우수하다. 

다만 장 용을 해서는 원  운  기간  기간 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내구

성 높은 실용 인 센서의 개발과 장의 무선 기술 허용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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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for Pipes in 

Nuclear Power Plants

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ha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in the 

maintenance of various structures such as large steel plates, vessels, and pipes 

in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n SHM system. Some of them include the target structures, 

techniques used for the monitoring, a sensor suite, data communication methods, 

and reliability of the detec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we have 

developed a computerized multi-channel ultrasonic system that can handle array 

transducers and generate a high-power pulse for online SHM of the plates and 

pipes. The proposed system is compact but has all the necessary functions for 

SHM of important structure such as pipes and plates in a NPP. Also the 

physical separation of the data acquisition/preprocessing devices enables the 

monitoring of structures located in hazardous or inaccessible areas. Finally,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using the developed system to validate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and its monitoring methods.

III. Conclusion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While SHM has been spread to lots of industries, the nuclear power industry 

was very conservative in adapting the new technology including SHM because 

of the regulations on the safe operations of NPPs. But recently, pragmatic 

concerns are appearing even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To meet this need 

we developed a computer based multi-channel ultrasonic system that can 

monitor the structural integrity of important components in a NPP. The 

proposed system is compact but has all the necessary functions for online SHM 

of pipe-type or plate-type structures. Even if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mplement the practical sensor suite, the proposed system still showed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a useful SHM in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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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세계 으로 원자력발 소의 운 을 한 리 비용 에 정비/보수비용이 가장 

큰 비 (약 26%)을 차지하고 있지만, 발 소를 구성하는 부분의 주요 기기에 

한 상태감시는 재 주기 인 검 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오 라인 형태로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장 정비나 방 정비(주기 ) 방식을 채용하

는 것으로 인해 기기의 건 성에 한 정확한 정보를 시에 획득하는 것이 곤

란하고 따라서 사고의 비가 어려워 경제  손실과 안 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기존의 고장정비나 방 정

비에서 상태기반 정비  (CBM: Condition-Based Maintenance) 체제로 변환하여

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기술이 필수 이

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  기기 에서 안 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요한 비 을 차

지하고 있는 배 의 SHM이 가능한 원격 배  상태감시 시스템의 개발에 하

여 기술하 다. 그 동안 장기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배 의 원격/원거리 감시 

기술을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통하여 구 하 으며 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

소 배 의 최  정비보수, 수명 평가와 같은 상  벨에서 필요한 기기의 신

뢰도 정보를 기에 제공함으로서 랜트의 경제성과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한  동 기술은 원자력발 소 외에도 화학 랜트를 비롯한 여타 산업분야의 

다양한 랜트에 설치된 수동기기(배 , 압력용기, 평  형태의 기기)의 건 성 

감시  검사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선진국에서는 석유화학, 오일 

송배 , 형 구조물 등에 부분 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유망한 신기술이나 국내

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상된

다.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다채  유도 음  검사 장치용 응용 로그

램”(Array Guided-wave Ultrasonic Testing system program, 이후 AGUT 로

그램)의 개발명세서는 그 동안 장기 과제에 탁으로 참여한 학  련 업

체의 기술 자료와 상용 유도 음  진단 로그램의 벤치마킹 그리고 련된 문

헌과 기술자료 등에 한 기 조사를 종합해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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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o 시스템 구성  로그램 개요 (보고서 본문)

    AGUT 로그램이 구동하는 다채  유도 음  검사장치의 구성과 로그

램의 기능  구성에 한 일반 인 사항에 하여 기술하 다.

  o 객체설명 (부록 1)

    AGUT 로그램을 구성하는 하  모듈들은 클래스로 구성되고 객체로 사용

되어진다. 각각의 모듈을 구성하는 클래스의 용도와 기능에 하여 기술하

다.

  o Data Flow Diagram & 객체흐름 설명(부록 2)

    AGUT 로그램을 구성하는 로세스간의 데이터 흐름을 도식화하여 표시

하고, 해당 로세스간의 데이터 흐름에 한 체계 인 설명을 기술함으로

써, 로그램의 실행 반에 한 이해를 쉽도록 하기 해 작성하 다. Data 

Flow Diagram은 도식을 작성하고, 각 도식에 한 설명을 부가하 으며, 마

지막 단계의 Diagram에서 해당 로세스의 순서도를 작성하고 설명하 다.

  o 화면설계서(부록 3)

    AGUT 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하게 되는 로그램 GUI 화면의 

구체 인 항목과 항목별 기능, 자료, 발생 이벤트(혹은 행 ), 근권한에 

한 세부사항을 구체 으로 기술하 다.

  o 사용자 매뉴얼(부록 4)

    개발된  SHM 시스템의 사용 매뉴얼로서 시스템의 셋업, 각 기능별 사용 

차와 방법에 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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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AGUT 시스템 구성  로그램 개요

1 . 시스템 구성

배  상시진단을 한 배열 유도 음  검사시스템은 크게 " 음  아날로그 

모듈"과 " 음  디지털 모듈", "신호처리  제어모듈"로 구성된다. 음  아날

로그 모듈은 상시감시를 수행하는 로에 아날로그 음  신호를 송수신하는 

모듈로서 음  탐 자, 음  펄서/리시버로 구성된다. 음  디지털 모듈은 

아날로그 음  모듈에서 수신된 음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기본

인 신호처리과정을 거쳐 신호처리  제어모듈로 달하는 모듈로서 AD 

Converter와 Main controller board로 구성된다. 신호처리  제어모듈은 음  

아날로그 모듈과 음  디지털 모듈을 제어하여 취득한 신호를 검사자( 는 평

가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화면 디스 이  후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모

듈로서 제어용 컴퓨터와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1 배열 유도 음  검사시스템 구성도

배열 유도 음  검사시스템은 그림 1에 보인 시스템 구성도와 같이 제어 컴퓨

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Main controller board가 각 음  채 에 지연된(혹은 

지연되지 않은) 트리거 신호를 송하고, 이에 따라 음  펄서의 각 채 이 

음  탐 자에 350Volt의 spike 가진펄스를 보낸다. 가진펄스에 의해 가진된 각 

음  탐 자는 피검체 내부로 음 를 송신하고,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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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리시버로 달한다. 이 게 수집된 아날로그 음  신호는 음  디지털 

모듈에서 디지털로 변환되고 버퍼링과 필터링 등의 기  신호처리과정을 거처 

Ethernet을 통해 제어 컴퓨터로 송된다. 그리고 최종 으로 제어 소 트웨어가 

수집된 신호를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2 . 시스템 사양

배열 유도 음  검사시스템용 음  펄서/리시버는 다채 (4CH) 펄서/리시버

로써 1CH 펄서/리시버를 Slot Type으로 Stack하여 4CH로 구성해야 하는데, 

Main CPU에 의해 Control이 되도록 설계요건을 구성하 다.

배열 유도 음  검사시스템용 음  펄서/리시버의 구체 인 설계요건은 아래

와 같으며, 리시버의 출력단 RF Signal은 ADC보드의 입력단과 임피던스 매칭, 

입력 Peak 압 등의 설계요건을 충족하도록 하 다.

펄서 사양요약
 Pulse Type: Spike
 Rise Time(10% to 90%): 10nS (14nS  Max)
 Available Pulse Voltage: 350V
 Available Pulse Energy: 12.5, 25, 50, 100 uJ
 Damping: 25, 50, 100, 500 ohms
 Mode: Pulse-Echo, Through-Transmission
 Pulse Repetition Rate(Internal): 100/200/500Hz, 1/2/5/10KHz
 Pulse Repetition Rate(External): 0 ～ 100KHz 
 Sync Output Pulse: Pos. TTL, Internal PRF
 External Trigger Input: TTL/CMOS Compatible, Pulse Height(2.5 ～ 5V)

표 1 펄서 Specification

리시버 사양요약
 Max Bandwidth: 0.1MHz ～ 35MHz
 Phase: Inverting
 Input Attenuator: 10,20,30,40,50dB
 Gain Selection: -20dB ～ 60dB (10/1/0.1dB step selectable)
 High Pass Filter: none/1/100/300/500K,1MHz
 Low Pass Filter: none/5/10/20/35MHz 
 Max Signal Output : ± 1.5V peak Terminated in 50 ohms
 Input Impedance: 500 ohms
 Output Impedance: 50 ohms
 Main Power : AC 220V, 50/60 Hz 

표 2  리시버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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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항목 제작 사양

ADC

 Maximum Sampling Rate  Max 50MHz for each channel

 Input Bandwidth  480MHz(-3dB)

 Resolution  12bit

 Output  LVDS/CMOS

 Input Impedance  50 ohms

 AC/DC Coupling &Attenuator Factor  1, 10, 100

 DDR2 SDRAM  16MB/CH

Main 

CPU

 CPU Main Clock  300/450MHz

 Main CPU(Processor)  Virtex V

 Program Memory  256MB DDR-SDRAM,64MB PROM/CF Memory

 Memory Buffer(Record Data)  256MB

 Processor Supported Bus  PLB/OPB Bus(64bit/32bit Data Bus)

 Bus Clock  100MHz

 Communication  Ethernet link(10Base-T이상)

표 3  ADC  Main Control Board 사양

3 . 시스템 설계

1. 배열 유도 음  검사용 음  펄서/리시버 모듈

배열 유도 음  검사용 음  펄서/리시버 회로는 배열 유도 음  검사시 4 

채  음  펄서가 기  펄스신호를 발진하고 4채 의 음  리시버가 아날

로그 음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 으며 디지털회로모듈

을 통하여 제어되도록 제어구조를 설계하 다.

그림 2 음  펄서/리시버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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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 의 음  펄서/리시버는 트리거 신호에 의해 가진 펄스의 생성이 시작

되며 High voltage 생성단을 거쳐 생성된 스 이크 펄스가 에 지/ 핑단을 거

쳐 음  탐 자에 가진펄스를 출력하게 되고 음  탐 자가 수신한 신호를 

감쇄/증폭/필터링을 수행하는 아날로그 회로단을 거치면서 아날로그 신호처리가 

이 진다. 그림 2에 음  펄서/리시버의 회로구성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

다.

2. 배열 유도 음  검사용 디지털신호수집/처리 모듈

배열 유도 음  검사용 디지털 신호수집/처리 회로는 1) 자동 음  검사시 4 

채  음  펄서/리시버가 생성하고 수신한 아날로그 음  신호를 디지털신

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4채  디지털변환회로모듈과 2) 아날로그회로모

듈과 디지털회로모듈 반을 제어하고 PC와 연동되어 시스템을 유기 으로 운용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FPGA/Main CPU 회로모듈로 구성하 다.

그림 3 ADC  Main CPU 보드 블록 다이어그램

음  아날로그 모듈이 수집한 아날로그 음  신호는 각 채 에 1:1로 배치된 

AD converter에 의해 디지털 변환되어 DDR 메모리에 재되며 Main controller 

board를 통해 주메모리에 임시로 버퍼링된 후 제어 PC의 call에 따라 Ethernet을 

통해 송되고, 송이 끝나면 주메모리에서 삭제된다. AD converter와 Main 

controller board의 블록 구성도를 그림 3에 보 고 체 시스템의 구성을 그림 4

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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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작동 검 시험

4 . AGUT 로그램

통합 제작된 배열 유도 음  검사시스템의 제어와 신호처리  집속 알고리즘 

구 을 하여 로그램을 제작하 다. 로그램은 5개의 하 모듈로 구분하여 

설계하 고, Windows XP환경에서 모든 하드웨어 컴포 트를 제어하면서 신호

를 수집하고 후처리하도록 제작하 다.

로그램의 Hardware 제어 모듈은 음  펄서/리시버와 ADC, 트리거 지연회로 

등을 작동을 통제하여 신호의 송수신과 집속 등을 제어한다. Signal processing

모듈은 수집된 신호에 한 이미지 매핑과 트리거 지연연산, Short time fourier 

transform등의 후처리 연산을 수행하고, Signal display 모듈은 수신신호의 디스

이와 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Data handling 모듈은 디지털 데이터의 리

와 장, 로딩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Capture모듈은 디스 이된 신호나 이미지

의 이미지 캡쳐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에 AGUT 로그램의 모듈 구성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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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 트웨어 구성도

1. 로그램 개발 목

AGUT 로그램의 개발 목 은 다음과 같다.

  ① 가동 인 원  배 에 부착된 배열 음  센서와 POD를 제어

  ② 원격으로 주기 인 검사를 수행

  ③ 배 의 이상 유무를 1차 으로 단하고

  ④ 이상신호가 감지된 경우, 상  서버(Wireless Remote PC)에 실시간 보고

  ⑤ 이상신호를 보고받은 상 서버의 운 자는 상 서버에서 해당 결함신호를 

재 독

  ⑥ 결함이 의심되는 부분에 한 역 집속진단명령을 POD에 발송

  ⑦ 집속진단명령을 받은 POD는 지정한 부 에 한 집속진단을 수행/신호수

집

  ⑧ 수집된 신호를 다시 운 자에게 송

2. 로그램 기능

AGUT 로그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응용 소 트웨어는 4채  pulser/receiver에 의해 물리 으로 발생된 아

날로그 유도 음  신호를 4채  A/D board를 이용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

시킨 후, 유도 음  분석/평가 알고리즘을 용하여 사용자가 검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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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 유무를 쉽게 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  가동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검사자가 쉽게 하드웨어 제어 PC에 근하

기 어렵다는 을 감안하여, 무선 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장에 있는 제

어 PC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한다.

  ③ 빔 집속 알고리즘과 자동 유도 음  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결함이 의심

되는 부분에 집 인 검사를 통하여 취득된 데이터를 그래 나 이미지 형

태로 디스 이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3. 응용 소 트웨어 세부 제작요건

본 응용 소 트웨어는 데스크탑 운 체제(Windows XP, SP2)에서 실행되는 

로그램으로 

  ① 하드웨어 설정, 

  ② 검사 시작, 

  ③ 데이터 취득, 

  ④ 데이터 분석, 

  ⑤ 결함 유무 정, 

  ⑥ 검사 결과 보고서 출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검사자가 손쉽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응용 로그램의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로그램의 작업순서는 그림 6

과 같다.

  ① POD와 Client간 통신 메시지 로토콜 정의

  ② 4채  Pulser/Receiver 제어 클래스 작성

  ③ 4채  AD Board 제어 클래스 작성

  ④ POD 제어 소 트웨어 개발 

  ⑤ 유도 음  신호 취득  출력 소 트웨어 개발

  ⑥ 유도 음  신호 평가 소 트웨어 개발

  ⑦ 무선 랜 제어 클래스 작성

  ⑧ 무선 랜을 이용한 Server/Client 터미  소 트웨어 개발

  ⑨ 원격 감시/분석 기능 개발

  ⑩ Report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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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 트웨어 작업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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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요약  결론 

원  배 의 구조  건정성을 원격에서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SHM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유도 음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음  검사 방법

에 비하여 원거리/ 범  감시가 가능하며 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감시가 가능하므로 정비보수 담당자가 매번 장에 설치된 배 에 근해

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 다. 동 시스템에는 그 동안 장기과제  원 기술

신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여러 가지 원거리 결함 탐지 기법과 결함 정 화 기법

이 구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간편한 조작만으로도 배 의 건 성을 상시 감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o 발 소 운  에도 설비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진단하여 원

 배 의 상태기반정비(Condition Base Maintenance)에 필요한 정보를 시에 

제공할 수 있고, 상시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규제사항에서 요구된 기기의 주

기  검사시간의 단축 가능해지며, 기존 기술로는 곤란한 근 불가능 지역에 있

는 기기의 결함 탐지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SHM 기술은 원자력발 소의 배  외에도 화학 랜트를 비롯한 

여타 산업분야의 다양한 랜트에 설치된 수동기기(배 , 압력 , 평  형태의 기

기)의 건 성 감시  검사에도 거의 그 로 용할 수 있어서  효과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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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객  체  설  명



- 13 -

Process명 기능요약 비고

Project Process

∙프로젝트 모듈, 관련 라이브러리, 환경변수 관리 자동생성 후 수정

∙프로젝트 생성, 실행, 소멸등 프로그램 실행관련 전반관리 자동생성 후 수정

∙프로젝트 관련 리소스 관리(icon) 자동생성

Main Process

∙배관 검사 관련 컨트롤 판넬 디자인 및 각종 검사 설정 변수 설정

∙초음파 신호 데이터 생성, 취득 저장 기능 관리

∙Live A-Scan Control, Scan Parameters 설정

∙주메뉴, 툴바, 도킹바와 관련된 속성, 이벤트 관리

∙Main Module 이외의 Sub Module에 대한 생성, 관리, 삭제 등

∙Sub Module간의 데이터 이동경로

∙디버깅 모드 컴파일시 디버깅 정보 생성 및 디스플레이

∙모든 모듈에서 기본적으로 참조하는 모듈로 메인 모듈이외의 모듈은 

메인 모듈의 Child Form형태로 나타나게 됨.

자동생성 후 수정

Child Windows Process

∙채널별로 취득된 유도 초음파 신호 출력 및 Result Control 명령 수행

∙Child Scan Window내의 작업 Pane 동적 분할 및 각 Pane별 Child 

Frame 동적 생성/할당/삭제

∙동적 Frame에게 작업 및 데이터 할당

∙동적 Frame간 데이터 이동경로

∙Sub Module 각각의 설정값 저장 장소

자동생성 후 수정

Data Handling Process

∙communication 모듈에 접근하여 TCP Socket을 통해 P/R, ADC, CPU 

board로 Command 전송

∙P/R, ADC, CPU board가 리턴한 결과값의 처리 및 호출 모듈로의 전송

∙On-Line 검사을 위한 장치 설정값 보관 및 모듈간 공유

∙On/Off-Line Data 저장 및 불러오기

∙검사 소프트웨어 내의 Raw data 관리

자동생성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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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명 기능요약 비고

Signal Display Process

∙초음파 데이터 한셋트를 차트에 출력시켜주는 모듈

∙Gate 구간과 출력 모드 등을 선택

∙평가자가 결함 판별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시라인 및 지시라인 값을 

출력함

∙신호 zoom in/out

∙게이트 구간 내의 피크 검출

자동생성 후 수정

Communication Process

∙Socket 생성/연결/관리/소멸

∙Socket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Socket 통신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상황 처리

∙Socket을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송수신 프로토콜 관리

자동생성 후 수정

Signal Process

∙취득된 전체 데이터의 컬러 맵핑

∙트리거 딜레이 계산

∙채널별 역시간지연값 계산

∙빔 집속을 위한 채널별 집속 시간지연값 계산

∙F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및 이미지 매핑

자동생성 후 수정

Value Define Process

∙Main/Signal Display/Signal Processing/Data Handling Module 등 

상위모듈에서 필요한 각종 값의 정의

∙프로그램의 최하위모듈

자동생성 후 수정

About Process

∙AGUT의 About Box

∙프로그램 버전과 빌드넘버 명시

자동생성 후 수정

∙About Module과 Module에 포함된 Design Time Component Property 

정보, 아이콘 목록/데이터, 이미지 목록/데이터 수록

자동생성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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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Data flow diagram & 객체흐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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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0. Main Process

∙배관 검사 관련 컨트롤 패널 구성

∙장치제어를 위한 각종 검사 변수 설정

∙프로세스 간 중심 경유지/Sub Module간의 데이터 이동경로

∙주메뉴, 툴바, 도킹바와 관련된 속성, 이벤트 관리

∙하드웨어 제어 변수 및 Live A-Scan Control, 검사데이터에 대한 각종 변수 설정

∙Main Module 이외의 Sub Module에 대한 생성, 관리, 삭제

∙모든 모듈이 참조하는 기본 모듈로 메인 모듈이외의 모듈은 메인 모듈의 Child 모듈

Main Process

Child Window
Module

Data Handling
Module

Signal Display
Module

Signal 
Processing

Module

Value Define
Module

Project
Module

Communication
Module

Abou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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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0. Main Process

▪ 주요입출력변수

 ∙ Communication 연결 - Initialize, Connect, Close

 ∙ 채널 활성 선택 - 최대 4채널까지 선택

 ∙ AD 설정: 채널 설정, Min(A/D Delay), Span, Sampling Frequency

 ∙ 펄서/리시버 설정: pulse mode, pulse width, gain, HPF, LPF

 ∙ 채널별 Delay 설정 : 지연 Delay 설정

 ∙ 취득된 유도 초음파 신호 로딩/저장

 ∙ 하드웨어 설정 : S/W Set, H/W Set 버튼

 ∙ 신호 취득 : Continuous, One Shot, Stop 버튼

 ∙ Live Summing A-Scan : 활성된 채널의 신호를 모두 더한 Summing A-Scan 출력

 ∙ Multi-Channel Display : 채널별로 취득된 유도 초음파 신호를 개별적으로 출력, 최대 

4채널까지 출력가능

 ∙ STFT : 취득된 유도 초음파 신호에 대한 STFT 이미지 출력

 ∙ Time Reversal : 빔 집속을 하기 위한 Cross Correlation 알고리즘 적용하여 유도 

초음파 신호 취득

 ∙ Remote Monitoring : 원격으로 원전기기 상시 감시 기능 수행

▪ 관련모듈/프로세스

 ∙ Child Windows Module

 ∙ Data Handling Module

 ∙ Signal Display

 ∙ Communication

 ∙ Signal Processing

 ∙ Value Define Module

 ∙ Abou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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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 Child Windows Process

∙메인 프로세스에 의해 자동 생성

∙신호 취득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프레임과 패널, 컴포넌트 등을 포함

∙단일 Child window만을 사용

∙Child window와 main module간의 자료 이동통로

∙필요한 경우 서브 모듈들과도 직접 자료 교환

∙signal display module의 디스플레이 프레임 포함

∙signal processing module의 디스플레이 프레임 포함

∙data handling module 및 main module의 control panel과 자료 연동

Main Process

Child Window
Module

Data Handling
Module

Signal Display
Module

Signal 
Processing

Module

Value Defin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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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 Child Windows Process

▪ 주요입출력변수

 ∙ Inspection : Summing A-Scan 가로축 -> 시간, 거리로 표현, 세로축 -> Voltage로 

표현

 ∙ Multi-Channel Display : 채널별 A-Scan 가로축 -> 시간, 거리로 표현, 세로축 -> 

Voltage로 표현

 ∙ A-Scan Display 설정 변수 

Averaging : 채널별로 노이즈 성분을 없애기 위해 적용할 Averaging 개수

Skip Pts : A-Scan 차트 출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

A-Scan Horizontal Unit : A-Scan 가로축을 시간, 거리로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

Monitoring Interval : 원격 감시 시간 간격을 설정

 ∙ A-Scan 게이트 설정 기능 : 사용자가 설정한 게이트 구간내에서 Peak값에 대한 시간, 

거리, Voltage 정보를 출력

 ∙ A-Scan 확대/축소 : 가로/세로 Gauge를 이용하여 결함예상부분의 신호를 확대해서 

볼 수 있음

▪ 관련모듈/프로세스

 ∙Signal display module

 ∙Signal processing module

 ∙Data hand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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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1 Value Define Process

∙메인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

∙데이터관련 자료구조와 객체를 관리

∙필요한 경우 서브 모듈들에서 호출되며 정적 혹은 동적 객체 생성에 관여

∙main과 child window 모듈에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본객체와 구조체를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호출하고 생성함

∙그밖에 필수 데이터형과 약속된 그밖의 데이터형이 선언되고 정의됨

Main Process
Child Window

Module

Value Define
Module



- 21 -

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1 Value Define Process

▪ 주요입출력변수

 ∙ 활성 채널 설정 - 최대 4채널까지 선택

 ∙ AD 설정: 채널 설정, Min(A/D Delay), Span, Sampling Frequency

 ∙ 펄서/리시버 설정: pulse mode, pulse width, gain, HPF, LPF

 ∙ 채널별 Delay 설정 : 지연 Delay 설정

 ∙ STFT : H-Count, Skip, Start, End

 ∙ Remote Monitoring : Alert Threshold, Alert Interval

▪ 관련모듈/프로세스

 ∙Main module

 ∙Child window module

 ∙Signal display module

 ∙Signal processing module

 ∙Data hand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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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2 Data Handling Process

∙메인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

∙A-Scan 객체의 생성 및 접근, 관리, 소멸, 저장, 로딩 등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제반기능을 수행

∙필요한 경우 서브 모듈들에서 호출되며 이미 생성된 동적 혹은 정적객체에 대한 접근과 

관리가 주목적

∙데이터의 수집이나 조작과 관련된 모든 기능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수행

∙main과 child window 모듈에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기본객체와 구조체를 

생성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접근과 조작 기능만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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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2 Data Handling Process

▪ 주요입출력변수

 ∙ AD 설정: 채널, 활성화, Display channel, Scope Min, Scope Span, Sampling 

Frequency

 ∙ 펄서/리시버 설정: 채널, 활성화, pulse mode, pulse width, gain, HPF, LPF

 ∙ A-Scan 게이트 정보: A-Scan display gate start/width/threshold

 ∙ STFT 게이트 정보: selected A-Scan data gate start/width

 ∙ Time reversal 게이트 정보: selected A-Scan data gate start/width

 ∙ A-Scan/FFT/STFT/Time reversal 데이터 객체

 ∙ 채널설정 객체

▪ 관련모듈/프로세스

 ∙Main module

 ∙Child window module

 ∙Signal display module

 ∙Signal processing module

 ∙Data hand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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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3 Signal Display Process

∙ 취득된 유도 초음파 신호 출력

∙ 실시간 Summing A-Scan 및 채널별 A-Scan 출력 뿐만 아니라 STFT, Time Reversal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게이트 구간 설정도 함

∙ 출력된 A-Scan 차트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데이터 생성, 접근, 관리, 소멸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세로 Gauge를 이용해 결함 예상 부분의 신호 패턴등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음

∙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가로축을 시간, 거리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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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3 Signal Display Process

▪ 주요입출력변수

 ∙ A-Scan Display 설정 변수 

Averaging : 채널별로 노이즈 성분을 없애기 위해 적용할 Averaging 개수

Skip Pts : A-Scan 차트 출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

A-Scan Horizontal Unit : A-Scan 가로축을 시간, 거리로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

 ∙ A-Scan 게이트 설정 기능 : 사용자가 설정한 게이트 구간내에서 Peak값에 대한 시간, 

거리, Voltage 정보를 출력

 ∙ A-Scan 확대/축소 : 가로/세로 Gauge를 이용하여 결함예상부분의 신호를 확대해서 

볼 수 있음

▪ 관련모듈/프로세스

 ∙Signal processing module

 ∙Data hand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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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4 Communication Process

∙ 다채널 유도 초음파 검사 장비와 제어용 PC간 TCP/IP 통신을 설정

∙ 네트워크 환경에서 하드웨어에 연결할 IP 주소를 입력

∙ 하드웨어 설정(A/D Board, Pulser/Receiver) 및 신호 취득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소켓 연결 통로를 이용함

▪ 관련모듈/프로세스

 ∙Data hand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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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5 Signal Process

∙ 취득된 신호에 Signal Processing을 적용

∙ STFT(short-time Fourier Transform) - 취득된 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통해 신호 패턴 

분석 및 결함 유무 판별

∙ Data Handling Process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STFT 이미지를 출력한다.

∙ Time Reversal - Cross Corel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빔 집속을 하기위한 채널별 

지연 딜레이를 계산

∙ Data Handling Process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Time Reversal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Beam Focusing된 신호를 재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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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설계 응용시스템명 AGUT

Task명 DFD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DFD 작성일자(Ver.) 2009.09.28

 

프로세스 

처리명
 DFD Level 1.5 Signal Process

▪ 주요입출력변수

∙STFT

H-Count : STFT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도우의 크기를 나타낸다. 2의 

배수승으로 계산됨

Skip : STFT 데이터를 만들 때 원도우 스킵 개수를 나타낸다

Start : STFT 이미지 시작 위치를 설정한다.

End : STFT 이미지 종료 위치를 설정한다.

∙ Time Reversal

차트 신호 출력 후 게이트 설정

Time Reversal 알고리즘 적용

채널별Delay 계산

S/W 버튼, H/W 버튼 클릭 후, 새로운 유도 초음파 신호 취득

Time Reversal에 의해 취득된 신호를 차트에 출력

▪ 관련모듈/프로세스

 ∙Signal processing module

 ∙Data hand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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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화 면 설 계 서



- 30 -

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File - New(1)

 새 검사 작업 창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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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File - Open

 파일 열기

◎ Action : Open a inspection data file or setting value

◎ Function : 검사파일 또는 하드웨어 설정값등을 로드한다.

 검사 파일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검사파일을 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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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File - Save As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 Action : Save as another file or setting value

◎ Function : 현재 열려진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여러 개의 차일드 창이 있는 경우, 현재 선택된 차일드 창에 대해 다른이름으로 

저장

 .swd : Sonic Wizard Data의 약자로 검사완료 파일의 확장자

 하드웨어를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입력했던 설정값을 파일에 저장함

 .sws : Sonic Wizard Setting의 약자로 셋업파일의 확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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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File - Close

 파일 닫기

◎ Action : Close the selected child window

◎ Function : 차일드 창 닫기

 열려진 검사 데이터를 닫음

 여러 개의 차일드 창이 열려 있는 경우, 현재 선택된 차일드 창이 닫히게 됨

 차일드 창이 닫힐 때 해당 차일드 창에서 수행되었던 모듈이나 데이터들은 모두 

초기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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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File - Close All

 파일 모두 닫기

◎ Action : Close all of child windows

◎ Function : 열려진 차일드 창 모두 닫기

 열려진 모든 검사 데이터를 종료함

 생성된 모든 차일드 창을 닫힘

 차일드 창이 닫혀질 때 해당 차일드 창에서 수행되었던 모듈이나 데이터들은 모두 

초기화됨

 차일드 창은 열려진 순서대로 모두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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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File - Exit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을 종료함

 차일드 창이 생성된 상태에서 Exit 작업을 할 경우, 열려져 있는 모든 차일드 창을 

닫은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됨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메모리에 로드되었던 데이터나 설정 값들은 모두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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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

프로세스 

처리명
Settings - Live A-Scan

Live A-Scan 창 활성화/비활성화

◎ Action : Visible or invisible Live A-Scan at Inspection or Evaluation mode

◎ Function : 탐촉자를 통하여 초음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한다.

 Setting메뉴에서 Live A-Scan 버튼이 눌림 여부에 따라 Live A-Scan 창을 

활성/비활성화 시킴

 검사 모드시에는 최대화 된 상태로 Live A-Scan창이 출력됨

 Live A-Scan 창안의 게이트(좌측 하단 빨간색 라인들)를 이용하여 현재 출력되는 

A-Scan에 게이트를 설정할 수 있음

 Live A-Scan 수평축은 초음파 신호 진행거리(Metal Path, inch)로 표시하며, 

수직축은 Amplitude값으로 표시함

 Live A-Scan이 활성상태일 때는, 디스플레이의 타이틀에는 게이트의 초음파 

진행거리, 피크 amplitude, 스킵거리를 디스플레이 

 평가모드에서는 Live A-Scan창을 자동으로 비활성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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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

프로세스 

처리명
Settings - Setup

하드웨어 설정창 활성화/비활성화

◎Action : Visible or invisible the Hardware setting window at Inspection or 

Evaluation mode 검사/평가모드시 하드웨어 설정 창을 보이거나 또는 

화면에 안보이게 한다.

◎Function : 현재 검사 시스템의 구체적인 하드웨어정보 설정 및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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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Child Window

 Child Window 창 생성

◎ Action : Create the Child-Window

◎ Function : Child-Window 생성한다.

 데이터 파일을 오픈할 경우 자동으로 Child Window가 생성됨

 동적으로 Child Window를 가로/세로로 최대 *개 영역으로 분할 할 수 있음(첫번째 

그림참조)

 두 번째 그림의 기능 버튼을 이용하여 분할된 영역을 지우거나 다시 가로/세로로 

나눌 수 있음

 분할된 영역에 A-Scan을 동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삭제 또는 전체 

모두 삭제할 수 있음

 분할된 빈 영역의 크기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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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image mapping

 C-Scan 창 생성

◎ Action : Create a Scan image frame

◎ Function : Scan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한다.

 Scan 이미지 프레임은 동적으로 생성되며, 최대 1개만 생성할 수 있음

 프레임의 우측의 Upper/Lower Cutoff 슬라이드바를 이용하여 표시 컬러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프레임 최대화 버튼(우측 하단)을 통하여 현재 출력된 Scan 이미지 창을 최대화시켜 

볼 수 있음

 프레임 하단 수평 막대바(파란색) 및 프레임 우측 세로 막대바(파란색)을 이용하여 

Scan 이미지를 확대/축소하여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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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Windows  툴버튼

◎ Action : Be visible menu tab or invisible

◎ Function : 메뉴 항목을 활성/비활성화 한다.

 상세메뉴구성정보는 메뉴구성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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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Help - About/Help

 버전정보를 디스플레이

 프로그램명, 버전정보, 빌드넘버, copy right 디스플레이

 시스템 실제 메모리 양, 사용가능한 실제 메모리 양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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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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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 44 -

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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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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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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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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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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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단계 응용시스템명

Task명 화면설계서 단위시스템

산출물명 화면설계서 작성일자(Ver.)

프로세스 

처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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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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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 초음파 검사 시스템 구성
1.1 유도 초음파 시스템 구성
  유도 초음파를 이용하면 길이가 긴 배관을 해체작업 없이 비파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초음파 Pulser/Receiver, A/D 보드, Delayed Trigger Generator로 구
성된 POD와 유도 초음파 검사/평가 소프트웨어(이후 G-Sonc 소프트웨어) 및 컨트롤 
PC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POD

Pulser/Receiver 유도 초음파를 발생

A/D 보드 유도 초음파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Delayed Trigger 

Generator
채널별 Trigger delay 설정

G-Sonic 소프트웨어 유도 초음파 검사/평가 소프트웨어

Control PC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실행

표 4 . 유도 초음파 시스템 구성

다음 그림1은 유도 초음파 검사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POD, G-Sonic 소프트웨어, 
Control PC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유도 초음파 검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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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도 초음파 검사 시스템 개략도

G-Sonic 소프트웨어에는 유도 초음파 검사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취득된 데
이터를 그래프,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자가 신호를 쉽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검사나 평가에 필요한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2.는 G-Sonic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5개의 모듈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모듈에 대
한 세부 구성도는 그림 3.와 같다.

하드웨어 제어 모듈
유도 음  검사시 유도 음  시험장치를 구성하는 

제반 하드웨어의 제어에 사용되는 모듈

음  신호 출력 모듈
유도 음  검사/평가시 수집된 유도 음  신호의 

디스 이에 사용되는 모듈

음  신호 처리 모듈
수집된 유도 음 의 신호평가에 필요한 제반 신호처리 

기능(FFT, SAFT, 신호집속 알고리즘 등)을 구 한 모듈

데이터 읽기/ 장 모듈
유도 음  검사/평가시 사용되는 데이터 일의 장 

 로딩기능을 구 한 모듈

캡쳐 모듈
유도 음  검사/평가시 소 트웨어의 실행화면을 

캡쳐하여 장하는 기능을 구 한 모듈

표 5 . G-Sonic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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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Sonic 모듈 세부 구성도

1.2 시스템 요구 사항
G-Sonic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Control PC는 유/무선 Ethernet을 통해 Pulser/Receiver

와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 Base-T이상의 Ethernet controller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IBM 계열의 컴퓨터 및 Window XP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Control PC의 기본적인 사양 및 Ethernet 설정은 다음과 같다.

통신 제어 프로토콜 TCP/IP
Control PC IP Address 192.168.3.119

운영체제 Window XP Professional SP2 이상
CPU Intel Pentium 4계열, 3.0GHz 이상, Dual CPU 

권장
RAM 2.0G 이상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적 OpenGL 가속 기능을 지원하는 
Adapter 권장, 램 메모리 256M 이상

모니터 해상도 1600×1200, 20인치 이상 모니터

표 6 . Control PC의 설정과 사양

1.3 파일 포맷
G-Sonic 소프트웨어는 2개의 파일 포맷(*.BGW, *.TGW)을 제공하는데, “BGW”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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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Guided Waves Data의 약자로 검사시 취득되는 유도 초음파 신호를 바이너리로 
저장한 파일이며, “TGW”는 Text Guided Waves Data의 약자로 바이너리로 저장된 값을 
텍스트 형태로 저장한 파일이다.

*.BGW Guided Waves Data 약자로 검사 완료 파일의 확장자
*.TGW Header of Guided Waves Data의 약자로 하드웨어 

설정 파일의 확장자

표 7 . G-Sonic 소프트웨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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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네트워크 설정
POD와 Control PC는 유/무선 Ethernet 통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하

다. POD는 이미 내부적으로 “192.168.3.X”라는 고정 아이피를 가지고 있으므로 따로 네
트워크 설정이 필요 없지만, Control PC의 경우 POD와 통신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네
트워크 설정이 필요하다.

유선으로 POD와 Control PC를 연결할 경우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하며, 무선
일 경우 별도의 크로스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는다.

유선 POD <-> Control PC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
무선 POD <-> Control PC 케이블 필요하지 않음

무선으로 통신함

표 8 . 유/무선 POD와 Control PC 연결

유/무선에 대한 Control PC의 네트워크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림 4.에서와 같이 Control PC의 제어판-네트워크 환경을 클릭한 후, POD와 랜으
로 연결된 랜카드의 네트워크 속성 정보창을 띄운다.

그림 10  로컬연결의 속성 창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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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된 항목 중 인터넷 프로토콜(TCP/IP) 항목을 더블 클릭한다.(그림 5. 참조)

그림 11  인터넷 프로토콜 등록정보 창 띄우기

③ IP주소/서브넷 마스크/기본게이트웨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그림 6. 참조)

그림 12  인터넷 프로토콜 등록정보 설정

네트워크 설정이 올바르게 이뤄지면 바로 Control PC와 POD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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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ni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POD를 제어하여 유도 초음파 신호를 취득할 수 있게 된
다.

2. G-Sonic 화면 구성
G-Sonic의 화면구성은 그림 8.에서와 같이 ①주 메뉴 및 툴바, ②Tab Sheet 윈도우, 

③ Control 패널, ④ Additional Setup 패널로 나누어진다.

그림 13 . G-Sonic 초기화면 구성

각 화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6.과 같다.

①주 메뉴 및 툴바 리본스타일 메뉴 및 툴바를 이용한 주요 기능 
실행

②Tab Sheet 윈도우 초음파 신호 출력/처리 시트 스위칭
③Control 패널 하드웨어 및 주요 검사 설정 조정
④Additional Setup 패널 소프트웨어 주요 변수 설정

표 9 . G-Sonic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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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 메뉴 및 툴바
G-Sonic 소프트웨어에는 “Common” 메뉴 그룹과 “Alert" 메뉴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

다. "Common" 메뉴 그룹에는 유도 초음파 검사 신호의 Open/Save, Capture 기능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Alert" 메뉴 그룹에는 원격 실시간 감시에 필요한 기능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14  G-Sonic 소프트웨어의 Main 메뉴

그림 15  G-Sonic 소프트웨어의 미니 툴바

Common

File Open 저장된 유도 초음파 파일을 읽어온다.
File Save 유도 초음파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저장한다.

Extract Text 유도 초음파 바이너리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
다.

Screen Capture G-Sonic 화면을 캡쳐한다.

Alert
Remote 

Monitoring 원격 실시간 감시를 시작한다.
Remote Stop 원격 실시간 감시를 정지한다.

Alert Threshold 원격 실시간 감시를 하기 위한 threshold를 정한다.

표 10 . G-Sonic 주 메뉴 설명

2.2 Tab Sheet 윈도우
Tab Sheet 윈도우는 POD를 통해 취득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그래프 형태로 출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평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Tab Sheet 원도우는 “Inspection", "Multi-Channel Display", "STFT", "Time Reversal" 

서브탭으로 구성되는데 각 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nspection Tab 유도 초음파 Summing 신호 출력
Multi-Channel Tab 채널별 유도 초음파 신호 출력
STFT Tab STFT Image 출력
Timer Reversal Tab Timer Reversal 기능에 의한 Beam Focusing 기능 수행

표 11 . G-Sonic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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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Inspection 탭
Inspection 탭에선 검사를 통해 취득된 각 채널별 유도 초음파 신호 또는 이미 저장

된 채널별 유도 초음파 신호 데이터를 모두 합친 Summing 신호를 출력한다.
Summing 초음파 신호에 사용자가 임의로 게이트를 설정하여 Peak 신호에 해당되는 

TOF, Beam path, Voltage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부분의 Summing 신호를 확대/
축소 할 수도 있다.

그림 16  Inspection Tab

2.2.2 Multi-Channel Display 탭
Multi-Channel Display 탭에선 채널별로 취득된 신호를 출력한다. 가로/세로로 4개로 

분할된 서브 화면에 Live A-Scan 프레임이 위치하게 된다. 
사용자는 각 채널에서 게이트를 조정하여 Peak 신호에 해당되는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신호의 확대/축소 기능을 통해 채널별 신호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7  Multi-Channel Display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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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4개의 분할 영역에 대해 ①좌로 정렬, ②우
로 정렬, ③1개 프레임 확대, ④4개 프레임 정렬기능 툴바를 추가하였다.

그림 18  화면 정렬 툴바 

 (1Div) 1개의 Live A-Scan만을 화면에 출력한다.

 (4Div) 4개 Live A-Scan으로 정렬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Left) 우측 2개의 Live A-Scan만을 정렬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Right) 좌측 2개의 Live A-Scan만을 정렬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표 12 . 화면 정렬 툴바 설명

2.2.3 STFT 탭
STFT탭에는 이미지를 출력하는 1개의 차트와 그래프를 출력하는 차트 1개, 그리고 

Category 패널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차트와 Category 패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Live A-Scan 출력 차트 유도 초음파 신호를 그래프로 출력한다.

②STFT 이미지 출력 차트

short-tim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한 신호

를 컬러 맵핑하여 출력한다.

Live A-Scan 출력 차트(①)에서 반드시 적절

한 게이트 구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Category 패널

STFT - STFT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설정한다.

Beam Focusing - 빔 집속에 필요한 값을 설

정한다.

표 13 . Color-Mapping 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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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TFT Tab

Category 패널에의 설정 항목들의 대한 설명은 다음표와 같다.

항목 설명 최소값 최대값 단위

H-Count

STFT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도

우의 크기를 나타낸다. 2의 배수승으로 

계산됨

예)H-Count 9인 경우 512개로 이루어진 

원도우가 만들어진다.

8 14 pts

Skip
STFT 데이터를 만들 때 원도우 스킵 개

수를 나타낸다
1 256 pts

Start STFT 이미지 시작 위치를 설정한다. 0

A/D 보드 

Sampling 

Frequency

MHz

End STFT 이미지 종료 위치를 설정한다. 0

A/D 보드 

Sampling 

Frequency

MHz

표 14 . Category 패널 설정 항목

2.2.4 Time Reversal 탭
Time Reversal 탭에선 Beam Focusing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 채널별 Trigger Delay

를 계산한 후, 계산된 Trigger Delay를 적용하여 채널별 신호를 다시 취득하여 Beam 
Focusing 신호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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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ime Reveral Tab

Time Reversal을 이용한 Beam Focusing 유도 초음파 신호를 얻기 위해선 다음과 같
은 절차가 필요하다.

① “Draw Chart_Before"버튼을 눌러 취득된 유도 초음파 신호를 차트에 출력한다.
② 출력된 차트에서 Time Reversal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게이트를 설정한다.
③ “Time Reversal” 버튼을 눌러 각 채널별로 취득된 신호에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④ “Calculate Delay" 버튼을 눌러 채널별로 적용될 trigger delay를 구한다.
⑤ “S/W Set" 버튼과 ”H/W Set" 버튼을 누른 후 “One Shot"버튼을 눌러 새로운 유도

초음파 신호를 취득한다.
⑥ “Draw Chart_After" 버튼을 눌러 Time Reversal이 적용된 유도 초음파 신호를 차트

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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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ntrol 패널
G-Sonic 소프트웨어의 Control Panel에서는 유도 초음파 검사시 필요한 하드웨어(A/D 

Board, Pulser/Receiver, Delayed Trigger Generator) 셋업을 설정한다.
Control 패널은 "H/W Setup & Control" 탭으로 구성되는데, “Communication", 

"Active Channels", "A/D Setup", "Pulser/Receiver Setup" 및 ”Delay" 항목으로 나뉜다.

그림 21  POD Setup Control 패널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Control 패널의 각 탭에 대한 설명은 표 11.과 같다.

Communication POD와 제어 PC의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Active Channels
활성화 시킬 A/D 보드, Pulser/Receiver 채널을 선택한

다.

A/D Setup A/D Board 설정을 한다.

Pulser/Receiver 

Setup
Pulser/Receiver 설정을 한다.

Delay Time Reversal에 필요한 Delay를 설정한다.

표 15 . Control 패널 탭 설명

2.3.1 Communication
POD와 제어 PC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한다.

그림 22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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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Initialize 제어 PC의 소켓을 생성한다.

Connect POD와 제어 PC의 소켓을 연결한다.

Close POD와 제어 PC의 소켓을 연결한을 해제한다.

표 16 . Communication 항목 설명

2.3.2 Active Channels
사용할 채널을 선택한다.

그림 23  Active Channels

항목 설명

Active Ch
활성화시킬 채널을 선택한다. 마우스 클릭에 의해 해당 채널이 

활성/비활성화 된다.

Memo 하드웨어 셋업 진행상황을 출력한다.

표 17 . Active Channels 항목 설명

2.3.3 A/D Setup
A/D Board 제어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그림 24  A/D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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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최소값 최대값 단위

Set 

Channel

A/D Board 설정할 채널을 선

택한다.(0, 1, 2, 3, All)
- - -

Min(A/D 

Delay)
A/D Board Delay를 선택한다. 0

사용자 

입력
us

Span 데이터 캡쳐 범위를 선택한다. 0
사용자 

입력
us

Sample 

Freq.

A/D Board Sampling 

Frequency를 설정한다.(25, 

50)

25 50 MHz

표 18 . A/D Setup 항목 설명

2.3.4 Pulser/Receiver Setup
Pulser/Receiver 제어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그림 25 Pulser/Receiver Setup

항목 설명 최소값 최대값 단위

PulseMode
Pulser/Receiver 수신 방법을 

설정한다.(Pulse/Echo, Thru)
- - -

Pulse 

Width
Pulser 세기를 설정한다. 10 3000 ns

Gain Pulser Gain을 조절한다. 0 40 dB

HPF

Receiver의 HighPassFilter를 

설정한다.(0, 0.001, 0.1, 

0.3, 1)

0 1 MHz

LPF
Receiver의 LowPassFilter를 

설정한다.(0, 5, 10, 20, 35)
0 35 MHz

표 19 . Pulser/Receiver Setup 항목 설명

2.3.5 Delay Setup
채널별 Pulser/Receiver Delay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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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Delay

항목 설명 최소값 최대값 단위

CH0 채널 0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1 채널 1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2 채널 2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3 채널 3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4 채널 4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5 채널 5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6 채널 6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7 채널 7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CH8 채널 8번 Delay를 설정한다. 0
사용자 

입력
us

표 20 . Delay Setup 항목 설명

3. Inspection
G-Soni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도 자동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G-Sonic Control Panel의 “Communication", 
"Active Channels", "A/D Setup", "Pulser/Receiver Setup" 및 ”Delay" 항목을 변경함으로
써 하드웨어 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Control 패널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2.3절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절에서는 하드웨
어를 제어하여 유도 초음파 발생에서부터 데이터 취득, 데이터 저장, 저장된 데이터의 
오픈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차례대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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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유도 초음파 검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크 연결
② Active Channels 선택
③ A/D Board, Pulser/Receiver, 채널별 Trigger 설정 변수값 저장
④ Hardware 셋팅
⑤ 데이터 취득 및 A-Scan 출력
⑥ 취득 데이터 저장
⑦ 취득 데이터 열기

3.1 네트워크 연결

그림 27 .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연결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 Initialize 버튼을 누른다
- Connect 버튼을 누른다. 
- Close 버튼을 누른다.

=> 포드와 연결된 네트워크 어댑터의 환경설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1.4절의 네트워크 환경 참조

3.2 Active Channels 선택

그림 28 . Active Channels 선택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채널 번호를 클릭한다. 각 버튼은 토글 기능이 있어 Active <-> 
DeActive 상태가 스위칭 된다.
“All" 버튼을 누를 경우 채널 1, 2, 3, 4가 모두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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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D Board, Pulser/Receiver, 채널별 Trigger 설정 변수값 저장

그림 29 . A/D Setup, Pulser/Receiver Setup, Delay Setup 

활성화된 채널의 A/D Setup, Pulser/Receiver Setup, Delay Setup 항목의 값을 변경한다. 하
드웨어 항목들에 대한 설정이 끝난 후에는 Control Panel 위에 위치한 “S/W Set"버튼을 눌
러야 설정한 하드웨어 값들이 저장된다.

3.4 하드웨어 셋팅

그림 30 . A/D Setup, Pulser/Receiver Setup, Delay Setup

3.3절에서 저장한 하드웨어 설정 값들을 실제 하드웨어로 전송한다. Control Panel 위의 
“H/W Set"버튼을 누르면 된다.

3.5 데이터 취득 및 A-Scan 출력

그림 31 . 데이터 취득 및 A-Scan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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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절에서 전송한 하드웨어 설정 값대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된다. 취득된 데이터는 자
동으로 화면에 출력된다. Control Panel 위의 “One Shot"버튼이나 ”Continuous"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취득된다.

3.6 취득 데이터 저장

그림 32 . 취득 데이터 저장

취득된 유도 초음파 신호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한다. G-Sonic 소프트웨어의 Main 메뉴
의 "File Save" 버튼을 누르면 파일 Save Dialog 창이 출력되며,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초음파 신호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 된다. 

3.7 취득 데이터 열기

그림 33 . 취득 데이터 열기
Main 메뉴의 "File Open" 버튼을 누르면 Open Dialog 창이 출력되며, 열려고 하는 파
일을 선택한 후 “열기”버튼을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로딩되어 A-Scan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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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me Reversal
4.1 Beam Focusing

특정 위치에 4개의 초음파 신호를 집속시키기 위해선 빔 집속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각 채널 딜레이 없이 신호를 쏜 후, 결함이 의심되는 지점에 게이트를 걸어 
Cross Correl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채널별 딜레이를 구한다.

구해진 딜레이 값을 적용하여 다시 신호를 쏘게 되면 결함지점에 대해서 빔이 집속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4 . Beam Focusing 개념도

4.2 Beam Focusing 신호 취득
G-Soni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Time Reversal을 적용해 Beam Focusing된 신호를 얻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① 차트에 신호 출력 후 게이트 설정

그림 35  게이트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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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Time Reversal 알고리즘 적용

그림 36  Time Reversal 알고리즘 적용

③채널별 Delay 계산

그림 37  채널 별 Delay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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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W 버튼”, “H/W 버튼” 클릭한 후, “One Shot"버튼 눌러 유도 초음파  신호 취득

그림 38  Time delay를 적용한 후 새로운 신호 취득

⑤ Time Reversal에 의해 취득된 신호를 차트에 출력

그림 39  새로운 신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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