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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shaped line array slits have been used for the laser generation of focused Lamb waves. The spatially 
expanded Nd:YAG pulse laser was illuminated through the arc-shaped line array slit on the surface of a 
sample plate to generate the Lamb waves of the same pattern as the slit. Then the generated Lamb waves were 
focused at the point of which distance from the slit position is dependent on the curvature of slit arc. The 
proposed method showed better spatial resolution than the conventional linear array slit in the detection of 
laser machined linear defect and drill machined circular defect on aluminum plates of 1mm thickness.  

1. 서 론 

가공의 용이성과 그에 따른 경제성 등으로 인
해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배관, 발전소와 공장 등
에 많은 판재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판재의 사
용이 많아지면서 판재로 구성된 구조물들의 안전

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항
공기나 원전과 같이 그 안전성 여부가 많은 인명

에 관계되면서 동시에,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구조물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곳에서는 더더

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 유도초

음파(Guided Wave)를 이용한 비파괴평가법은 이러

한 판재로 구성된 구조물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도초음파는 판재에서 전파하는 초음파의 특
수한 형태로서 판재 구조물, 쉘구조, 배관 등의 검
사에 효과적이다.(1) 이는 종파나 횡파를 이용하는 
기존의 수직탐상이나 사각탐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구조물에 대한 검사 효율성과 결함검출 민감도

가 뛰어나기 때문이며, 구조물의 전장을 걸쳐 진
행하므로 검사하는 동안 탐촉자의 이동 없이 구조

물 전체를 탐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검
사시간을 단축하고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
점이 있기 때문이다.(2)  

 유도초음파에 대해서는 19 세기말에 램에 의
해 이론적 기초가 완성되었으나 그 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최근 10 여년간의 일이다.[3] 그리

고 각종 모양의 판재에서의 유도초음파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수치계산에 의한 시물레이션

이 시도되었으며, 응용에 있어서는 판재를 사용하

는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에 이용되었다.[4-6] 선진

국에서는 이미 이런 유도초음파의 비파괴 검사 장
비를 상용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원통형의 파이프 
구조물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온환경, 방사능이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유해환경, 접촉식 탐촉자를 밀착시킬 수 없
는 굴곡부 등에는 기존 접촉식 트랜스듀서를 적용

하기 어려웠으며 비접촉식 비파괴평가법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레이저에 의해 비접촉

식으로 시편의 표면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검
출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레이저 여기 초음파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 외국에서 펄스 레이저의 조
사에 따른 열탄성파의 변위, 광학적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와 광학식 간섭계를 이용한 수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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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기초 기술이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재
료의 특성평가, 판재, 접합재, 용접부 등의 NDE, 
프로세스 제어 등 비접촉성과 높은 공간분해능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레이저 초음파법은 레이

저가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아 발생하는 초음파의 신호대 잡음비가 
접촉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로 라인소스

에 의한 특정 모드의 초음파 발생기법, 협대역 신
호의 송수신을 위한 Array 기술 등이 있다. 또한, 
수신부의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 감도가 낮고 잡음

에 민감한 기존 간섭계법을 대체할 방법들이 많이 
시도되었는데, Dixon 등[12]은 EMAT (Electro-
magnetic Acoustic Transducer)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고, Shindel l13], Cerniglia, Jhang [14, 15]은 공
기결합 용량형 트랜스듀서 (Micro- machined Air-
couple Transducer)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Cerniglia, Jhang 에 의해 시도된 방법은 라인

형태로 레이저소스를 배열하여 초음파의 지향성과 
에너지 변환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공기결합 용량

형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였는데, 판재에서의 결함

검출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발생하는 초음파의 폭이 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분해능 자체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

났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속형 레
이저 여기 초음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레이

저에 의해 비접촉식으로 판구조물에서 집중형 초
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원호형 선배열슬릿을 
이용하였으며, 이로부터 발생한 유도초음파의 성

질을 규명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
한, 판재내부에 존재하는 선형 또는 원형의 결함

검출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2. 집속형 레이저 유도 초음파의 원리 

레이저를 금속성 시편의 표면에 조사해주면 표
면의 순간적인 열팽창에 의해 초음파가 발생한다. 
이러한 레이저초음파는 기본적으로 매우 넓은 

 

 
Fig. 1 Propagation of ultrasonic waves generated from 

line array sources and arc array source  
 

주파수대역과 다양한 모드를 동시에 발생시키

는데, 수많은 모드가 존재하는 렘파에서는 이러한 
광대역의 다양한 모드의 존재는 초음파신호의 분
석을매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fig. 1 의 왼
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선형 배열슬릿을 이
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선형슬

릿을 통과하여 시편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의 음향 강도분포는 슬릿의 형상

과 동일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슬
릿의 간격과 파장이 일치하는 초음파가 발생하며 
이러한 초음파는 높은 지향성과 협대역 주파수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초음파 진행방

향으로 폭 넓게 진행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법에

서 필요로 하는 높은 분해능을 얻기는 힘들다. 반
면, fig. 1 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호

형 배열슬릿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원호의 중심점 부근으로 초음

파가 집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기존의 선형 
배열슬릿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얻지 못하는 높은 
분해능과 신호대 잡음비를 얻을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원호형 슬릿에 의한 초음파의 집속효과는 파동

원리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스 영역 내의 임의

의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은 관찰지점에 도달했을 

때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들과 중첩되어 나타

나게 되며 파동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개별적 인 

파동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전파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소스 영역 내에서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을 원호형 슬릿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원호형 슬릿에 의한 초음파의 집속효

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관찰영역내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파동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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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ltrasonic wave source model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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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ultrasonic 

waves generated from arc-array sources 
concentrated to focus(0, 0) 

 
위 수식에서 면적 A 는 원호형 슬릿에 해당하

는 영역이며, 0I 는 소스에서의 파동의 강도로 슬

릿 내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Fig. 3

는 원호형 슬릿에 의한 집속효과를 계산한 결과이

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장 안쪽의 원호 반지름이 

13mm, 슬릿의 수 5, 파장 1.65mm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0, 0)되는 지점이 초점으로 설정된 지

점이며 이 지점을 중심으로 초음파가 집속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장치 구성 

원호형 슬릿배열을 이용하여 유도초음파를 발

생시키기 위해 fig. 4 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4 Laser generation and air-coupled transducer 
detection ultrasonic system for focused Lamb 
wave. 

 

 

Fig. 5 The angle of air-coupled transducer is 
determined from the velocity of ultrasonics in air 
and plate. 

 
그림에서, Nd:YAG 레이저로부터 발생한 레이저

는 빔 익스펜더를 통과하면서 적절한 크기로 확대

되고, 원호형 슬릿을 통과하면서 슬릿의 형상과 

동일한 단면형태로 전파하게 되며 시편의 표면에 

입사하게 된다. 따라서 시편표면에서는 레이저의 

단면형상과 동일한 source 분포를 갖는 초음파가 

발생하게 되며 figure.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점 부근에서 에너지가 집속하는 형태로 전파하

게 된다. 이러한 높은 집속력을 갖는 초음파의 초

점영역에서 결함이 위치하게 되면 강한 반사파가 

발생하며 이러한 반사파를 검출함으로써 높은 분

해능의 결함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반사파

의 비접촉식 검출을 위해 에어커플 트랜스듀서가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어에커플 트랜스

듀서(Micro Acoustic Instruments, mBAT)는 전기

용량형 트랜스듀서들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도초음파에 의해 공기 중에 누설되는 공중초음

파를 검출하게 된다. 이러한 어에커플 트랜스듀서

는 각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정확하게 수신각

을 결정하지 않으면 신호를 검출할 수 없다. 

이러한 각도를 검출하기 위해 누설파의 정확한 

누설각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Fig. 5 에서는 그 원

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동일한 시간동안 

공기 중으로 누설되는 초음파와 판내를 전파하는 

유도초음파가 동일한 파면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공중초음파의 전파거리와 판 내의 유도초음파가 

전파한 거리사이의 각도가 누설초음파의 전파각도 

가 된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트랜스듀서의 수신각

θ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plateairplateair VVLL //sin ==θ  (2) 

N
d:YA

Shadow 
Mask 

with  
Light 

Air Coupled 
Ultrasonic 

Signal Processing  
and Data Acquisition 

Lamb Wave 

Pulse 
Laser 

θ

dtVL plateplate ×=

dtVL airair ×=
θ

Lamb wave

Air-coupled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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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persion curve of phase velocity in aluminum 

plate 
 
이때, 평판에서의 속도 plateV 는 유도초음파의 

위상속도를 나타내는데, 유도초음파는 특성상 매 

우 많은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각 모드별로 주파

수(혹은 파장)에 따라 위상속도가 달라지는 속도 

분산성을 갖기 때문에 Fig. 6 에 나타난 것과 같

은 분산선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장이 1.65mm 가 되는 슬릿을 이용하였으며, 이

에 해당하는 유도초음파의 위상속도는 2475m/s 이

며, 초음파의 중심주파수는 약 1.5MHz 이다. 그 

외에 원호형 배열 슬릿의 설계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16). 

판재 내에서의 결함검출에 적용하기 위해 지름 

1, 3, 5mm 의 원형 결함과 길이 1, 3, 5, 7mm 의 

선형결함을 두께 1mm 의 알루미늄 평판 내에 가공 

하였다. 이러한 결함검출을 위해 Fig. 7 에서와 

같이 초음파송수신시스템을 스케 스케닝하며 결함

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초음파 신호를 획득하

였다. 

Fig. 7  Defect detection by focused Lamb waves 
generated by laser in plate  

 

 

  

5. 실험결과 

Fig.8 은 Fig.4 의 실험장치로부터 얻어진 에어

커플 트랜스듀서의 수신 신호를 나타낸다. 이 신

호는 Fig. 7 에서와 같이 초점 부근에 결함을 위

치시키고, 결함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유도초

음파의 공중 누설파를 에어커플 트랜스듀서로 수

신한 것이다. 실시간 신호에서 앞쪽의 높은 피크

를 갖는 신호는 초음파 소스로부터 직접 에에커플 

트랜스듀서에 수신된 신호이며 뒤쪽의 신호가 결

함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온 신호이다. 스펙트럼 분

포로부터 약 1.5MHz 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9 와 Fig.10 은 각각 원형 결

함과 선형 결함에 대한 검출 실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각 그래프에서 하나의 포인트는 Fig.8 의 

결함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온 신호의 진폭을  나

타낸다. Fig.9 의 (a)는 선형슬릿에 의해 원형 결

함을 검출한 실험결과를 보여주는데, 실제의 결함

크기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영역에서 반사파가 수

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이

미 지적했듯이 선형슬릿에 의해 발생한 초음파의 

진행방향으로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반면,  

Fig.9 (b)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호형 슬릿에 의해 

발생한 집속형 유도 초음파에 의한 결함검출 결과

는 비록 실제의 결함 크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

역에서 반사파를 검출하기는 했으나 선형 슬릿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해 훨씬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3 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

주듯이 원호형 슬릿에 의해 발생한 초음파가 매우 

좁은 영역에 집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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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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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al time signal and its spectrum of focused 

Lamb waves generated by laser in focus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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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Circular defect detection result using line array 

slit(a) and arc-shape array slit(b). 
 
또한, 결함크기 1mm 인 경우 선형슬릿에 의해 

발생한 초음파는 거의 결함을 찾을 수 없었던 반

면에 원호형 슬릿을 이용한 경우는 확실하게 그 

결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음파에너

지를 좁은 지역에 집속함으로써 작은 결함에서도 

비교적 많은 에너지를 반사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형 결함을 검출하는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10(a)에 나타난 

선형 슬릿에 의한 선형결함 검출 실험결과 역시 

원형 결함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결함 크기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형 결함에서

와 마찬가지로 원호형 슬릿에 의한 결과(b)가 좀 

더 높은 최대값과 더 좁은 결함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원호형 슬릿의 우수한 공간 분해능

을 증명한다. 

 
(a) 

 

 
(b) 

Fig. 10 Linear defect detection result using line array 
slit(a) and arc-shape array slit(b). 

 

6. 결 론 

판재 내 결함을 비접촉-비파괴적인 방법에 의해 

검출하고자 원호형 슬릿과 에어커플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집속형 레이저유도초음파 송수신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원호형 슬릿에 의해 발생한 집속형 

초음파가 좁은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됨으로써 기

존의 선형 슬릿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두 가지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높은 초음파 

에너지 밀도를 얻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횡폭

이 좁은 초음파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는 모두 결함검출 분해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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