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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ot press method was used to create the optimal fabrication condition for a Shape Memory Alloy(SMA) 
composite. The bonding strength between the matrix and the reinforcement within the SMA composite by the 
hot press method was more increased by cold rolling. In this study, the objective was to develop an on-line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by shape memory effect in SMA 
composite. Shape memory effect was used to prevent the SMA composite from crack propagation. For this 
system an optimal AE parameter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mage and crack initiation. 
When the SMA composite was heated by the plate heater attached at the composite, the propagating cracks 
could be controlled by the compressive force of SMA.  

1. 서 론 

TiNi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SMA)이 
강화된 지적복합재료(Smart Composite)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4) 이와 같
은 형상기억복합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의 제작은 
상온(마르텐사이트 상)에서 인장 예변형을 지적복

합재료에 부가하고, 온도를 올리면  강화재인 
TiNi 섬유가 오스테나이트 변태를 일으켜 예변형

량 만큼 복합재료 내에서 줄어들려는 성질을 이용

한 것으로 이러한 성질은 TiNi 섬유의 형상기억효

과(Shape Memory Effect, SME) 때문이며, 이러한 
형상기억효과에 의해 기지에는 압축잔류응력

(Compressive Residual Stress)이 발생하여 전체

적으로 복합재료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형상기

억효과는 L. C. Chang 와 T. A. Read 에 의해서 
Au - 47.5 at.%Cd 합금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1964 년 미국 매릴랜드주에 있는 해군무기연구소

에서 우연한 기회에 Ti-Ni 합금에서도 형상기억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핫프

레스 방법에 의해 TiNi/Al6061 형상기억복합재료

를 제조하였으며 핫프레스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복

합재료내의 강화재와 기지재간의 계면접합상태를 

더욱 향상시키고 기지재의 조직상태를 더욱 개선

시키기 위하여 시험편에 대하여 냉간압연을 실시

하여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핫프레스

와 냉간압연에 의해 제조된 형상기억합금은 형상

기억효과를 이용하여 가정용 기구, 산업용 기구, 
의료용 기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의 항공기 구조물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재료는 반복적인 항공기의 운항 및 고도

의 영향 등으로 인한 열 피로특성을 나타내게 되

며 이와 같은 피로하중에 의하여 재료 내부의 균

열 발생 및 진전을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대신에 형상기억복합재료를 이용하여 항

공기 구조물의 강도의 증가는 물론 형상기억효과

를 이용하여 형상기억복합재료 내부에 균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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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더 이상의 

균열발생 및 진전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한다. Fig. 1 에서는 전체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도를 나타낸 것으로 먼저 복합재료 

내부의 균열의 발생 및 손상정도를 감지하기 위하

여 음향방출 시스템(5,6)을 이용하였으며 손상정

도에 따라 발생하는 AE 파라미터들 중 가장 유효

한 파라미터를 도출하게 된다. 도출된 최적의 파

라미터값 이상이 되면 다음 단계인 형상기억합금

을 가열하게 된다. 일정한 온도로 가열된 형상기

억합금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갈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상태로 수축하게 된다. 그
러면 기지재인 알루미늄과 강화재인 형상기억합금 

사이에 수축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

면 및 기지재에 발생한 균열의 성장은 멈추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상기억복합재료에 대한 AE
를 이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은 항공

기 구조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구조물 등에

서도 많은 응용이 기대된다. 

2. 시험편 제조 

2.1 시험편의 최적제조조건 및 냉간압연 
본 연구에서는 Al6061 과 500μm 의 TiNi(Ti-50 
at.%)와이어를 사용하여 TiNi/Al6061 형상기억합금 
시험편을 제조하였다. 복합재료의 최적 제조조건

을 결정하기 위하여, 복합재료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요인(온도, 압력, 
시간)을 고려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제조된 복
합재료의 미세조직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 및 압력조건에 따라서 
섬유와 기지의 접합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ig. 2 (d)의 온도 833K 압력 60MPa 로 30 분간 유
지한 상태에서 최적의 접합상태를 나타낸다. Fig. 
2(a), Fig. 2(b), Fig.2(c)의 조건에서는 기지와 기지

의 접합계면에서 접합라인이 관찰되었으며, 섬유

와 기지의 접합계면에서도 완전한 접합이 되지 않
은 상태로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접합계면에 
대한 SEM 과 EPMA 분석 결과로부터 TiNi/Al6061 
형상기억복합재료의 최적 제조조건으로 833K, 
60MPa 에서 30 분간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핫 프레스 방법에 의
해 제조된 복합재료인 경우 Fig. 2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면에서의 화학적인 작용으로 양호한 
계면접합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EPMA 분석결과에

서 확산층의 두께가 400 ㎛로 관측되었으며 Ti 와 
Al 성분이 확산층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인장하

중을 받을 경우 강화재와 기지재 사이의 계면 박
리 현상 및 기지재 사이에도 계면손상이 두드러졌

기 때문에 후판 복합재에 대하여 냉간압연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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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on-line monitoring system 
 
 
 
 
 
 
 
(a) 803K,40MPa,30min     (b) 803K,60MPz,30min 

 
 
 
 
 
 
(c) 833K,40Mpa, 30min      (d) 833K, 60Mpa, 30min 
 
Fig. 2 SEM micrograph of the TiNi/Al6061 composite 

made by various processing conditions 
 
함으로써 기지금속인 Al6061 의 강도증가 효과 및 
기지와 섬유의 접합성을 향상시켜 복합재료의 강
도증가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7) 냉간압연을 
실시한 후 813K 에서 형상기억열처리를 실시하였

으며,(8) 이어서 448K 에서 13 시간 시효처리를 실
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시험편

에 대하여 인장하중을 가하였으며 그때 복합재료 
내부의 미시적 파손기구 및 손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자 현미경 및 음향방출기법의 여러 파라

미터를 이용하였다. Fig. 3 에서는 완성된 
TiNi/Al6061 형상기억복합재료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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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Ni/Al6061 SMA composite 

3.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3.1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략도 
Fig. 4 는 A/D 보드(Analog/Digital board)를 이용

한 AE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요

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1) 인장시험시스템 2) 
AE 측정시스템 3) 온도가열 및 제어시스템으로 구
성하였다. 먼저, 인장시험시스템은 최대 2ton 의 
인장시험기를 제조하여 하중 및 변위를 제어하였

으며 AE 측정시스템은 1)신호입력부, 2)신호증폭

부 및 3)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진다. 현재 구현된 
AE 신호 입력부는 기존의 상용장비와 같은 감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파워 스플라이(power supply)를 
통하여 일정전압(18V)이 공급되도록 제작하여 4

채널의 신호입력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한편, AE

센서를 통하여 측정된 AE 신호는 프리앰프를 통하

여 40dB 로 증폭시켰으며 주변잡음을 제거하기 위
하여 100-300kHz 의 대역필터를 통하여 필터링 시
켰다. 그런 다음 20MHz 샘플링의 고속 A/D 보드를 
통하여 신호를 취득한 후 AE 신호에 대한 파라미

터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AE 파라미터는 
손상정도에 따른 AE 신호의 특성에 따라 일정 레
벨이상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온
도가열 및 제어 시스템에서 온도가열 시스템이 작
동하여 형상기억복합재료를 가열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363K 로 시험편을 가열하였으며 이렇게 
가열된 형상기억복합재료는 형상기억합금의 수축

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균열진전을 억제하는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졌다 

3.2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세부구성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형상기억복합재료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3.2.1 하드웨어 
하드웨어의 구성과 각 부분의 제어장치는 Fig. 5 

 
 
 
 
 
 
 
 
 
 
 
 
 

Fig. 4 Experimental set-up of on-line monitoring 
system 

 

 

 

 

 

 
(a) Front panel            (b) Rear panel 

 

 

 

 

 

 

 
(c) Inside photograph of On line monitoring 

system 
 

Fig. 5 On-line monitoring system controller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면((a)Front panel)과 후
면((b)Rear panel)으로 구성되어지며 Fig. 5(c)에
서는 내부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전면은 시스템

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단자(Power Indicator),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절한 초기화를 수행

한 후 PC 와의 통신 준비를 하는 준비단자(Ready 

Indicator), 시스템의 온도제어를 수행하는 가동

단자(Run Indicator)로 구성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에러단자(Error Indicator)는 PC 와의 통신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후면에서 
R1∼R7 는 가열기(Plate Heater)와 인장시험기에 
부착된 냉각팬(Cooling Pan)과 연결되며 A/D1∼

A/D4 는 써미스트(Thermistor)센서와 연결된다. 

AEI1∼AEI4 는 프리앰프의 신호 단자와 연결되어 
AE 신호를 입력하며 AEO1∼AEO4 는 PC 에 장착된 
A/D 보드의 CH0∼CH3 단자와 연결되어 AE 신호를 
출력하게된다. 또한 AEP1∼AEP4 는 프리앰프에 별
도로 제공된 전원 케이블과 연결된다. 

3.2.2 소프트웨어 

Fig. 6 은 신호를 설정하기 위한 초기화면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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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gnal parameter configuration 
 
 
 
 
 
 
 
 
 
 
 
 
 
 

Fig. 7 AE parameters configuration 
 
낸 것으로 화면 우측의 제어장치(controller)를 
이용하여 신호와 관련된 사항을 설정한다. 본 실
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파라미터 값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샘플 주파수(Sample Frequency)
에서는 샘플링을 수행하는 주기를 선택하는 부분

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는 10 kHz 에서 20 MHz 까지

이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AE 센서의 주파수 특성

상 샘플링 주파수는 10 MHz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타임 인터벌(Time Interval)은 한 번의 신호 
샘플링으로 최대 8192 개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중 분석을 수행할 데이터의 양을 백분

율로 입력한다. 

데이터 획득 시간(Acquisition Time)은 앞에서 입
력된 샘플 주파수와 타임 인터벌로 정해진다. 트

리거(Trigger)는 AE 신호에 대한 트리거 전압 레
벨(Trigger Voltage Level)을 설정한다. 설정범위

는 0∼1V 사이이며 디폴트(Default)값은 0.5V 이다. 

AE Signal 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문턱전압값을 
입력한다. AE 신호 문턱전압값(AE signal 

threshold)은  신호 획득을 위한 트리거 레벨값과 
AE 파라미터 분석 시 사용되는 문턱전압값은 다르

게 적용되며 이는 미세 신호에 대한 응답성 향상

과 신호 자체의 백색잡음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화면 우측의 탶(Tab)에서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Fig. 7 과 같은 설정화면이 나타난다. 

 

 

 

 

 

 

 

 

 

 

 

 
Fig. 8 A screen on AE signal from one channel 

 

 

 

 

 

 

 

 

 

 

 

 

 
Fig. 9 A screen on the heating control system 

 

제어기(Controller)는 온도 제어와 관련된 값을 설
정하며 전체 가열시간(Total Heating Time)은 가열시

작 후 완료까지의 시간을 입력한다. 그리고 기준

온도(Reference Temperature)는 온도 제어 시 기준이 
되는 값으로써 범위는 상온에서 100℃까지이다. 

AE 파라미터(AE parameters)는 가열을 시작할 조건

을 설정한다. 앞의 체크박스(checkbox)를 선택하

면 해당 항목이 선택되며 가열시작 조건을 입력하

는 텍스트(text)창이 입력 가능 상태로 변한다. 

선택된 파라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시작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가열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파일저장(Save To File)부분에서는 획득된 
AE 신호를 파일로 저장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메뉴에서 
Oscilloscope 를 선택함으로써 오실로스코프 기능

을 이용할 수 있다. 오실로스코프 상태에서는 신
호 및 AE 파라미터 배치(AE Parameters 

Configuration)가 가능하며 또한 신호 형태

(Signal configuration)는 즉각적으로 그래프 화
면에 결과가 반영됨으로 오실로스코프 상태로 파
형을 보며 초기 설정을 수행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Oscilloscope 을 선택하여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중지하여야 한다.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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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른 메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동작하더라도 시스템에 많은 리
소스를 소모하므로 전체적으로 동작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오실로스코프 기능은 제어기와 
시리얼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하

다. 

AE 시스템 테스트(AE system test)에서는 제어기

에 연결된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시험을 수
행할 수 있으며 인장 시험 시작은 Acquire Start
를 선택하여 가능하며 인장 시험 중단은 Acquire 
Extension Stop 메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데이

터 획득 시점은 4 개의 채널 중 임의의 채널에서 
입력된 전압이 신호설정시 설정한 트리거 레벨보

다 높은 시점에서 시작되며 4 채널의 신호가 동시

에 입력된다. 실험 중 프로그램의 좌측 화면에는 
4 개의 채널에 대한 파형이 표시되며  우측 화면

에는 4 개의 채널에 대한 6 가지의 AE 파라미터가 
표시된다. 

Fig. 8 은 하나의 채널을 통하여 음향 방출 신호

가 검출된 화면을 나타낸다.  

가열테스트(Heating test)에서는 연결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온도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수동으로 온도제어를 수행할 때에는 Acquire 

Start 를 선택하며 온도제어를 종료할 때에는 
Acquire Stop 을 선택하며 온도 제어는 Relay 

On/Off 제어로 이루어진다. 실험 중에는 좌측 화
면에는 온도에 대한 1 분간의 시간-온도 그래프가 
표시되며 우측에는 현재 온도 값이 수치로 표시된

다. 

Fig. 9 는 하나의 가열기(Plate Heater)와 하나의 
써미스터(Thermistor)를 이용하여 기준 온도 60

도로 제어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가의 음향방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A/D 보드를 이용하여 형상

기억 복합재료의 손상에 따른 음향방출 신호를 획
득하고 최적의 AE 파라미터를 도출하였으며[7] 다

음 단계인 형상기억합금을 가열시켜 더 이상의 균
열발생 및 진전을 억제시키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한편 기존의 음향방출 시스템

내에 장착된 A/D 보드와 본 연구에 이용된 보드의 
신호처리 능력의 차이에 의해 신호획득에 어느 정
도 한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호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드를 사용하면 기존의 고가의 음향

방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조물의 손상을 온
라인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상기억 복
합재료를 이용하여 더 이상의 균열의 발생 및 진
전을 억제시킬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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