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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표면균열 검출을 위한 마이크로파 C~Ku 밴드 주파수 분석
Frequency analysis at C~Ku-band for detection of surface crack on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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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 재료는 선박, 발전소 배관, 교량, 항공기 

등 고도의 안전을 요구하는 구조물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피로나 충격에 의하여 금속 

재료는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이 필요하다. 금속 재료의 파괴는 균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균열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다면 

구조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금속 표면의 균열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초음파 

비파괴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의 경우 검사 대상과 초음파 센서 사이에 접촉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1. 또한 마이크로 크기 이하의 균열을 검사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균열 탐상 기술이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균열 

탐상은 종단개방 도파관과 종단개방 동축선을 이

용하여 연구가 수행된바가 있는데 사용한 주파수

는 8~110 GHz 로 매우 다양하였고, 균열에서 반사

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반사계수, 위상변

화, 공진주파수 변동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2-4. 
하지만 균열 탐상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결정하

는 방법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주파수 범위의 마이

크로파 대역(4~18GHz)에서 금속 재료의 표면 균열 

검출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찾고 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균열을 검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균열 검출 및 주파수 분석 원리

지금까지 제시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금속 표

면 균열 검출의 원리는 센서의 종단에서 방출된 

전자파가 균열 부위에서 전기 에너지가 소실되는 

정도에 따라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리로는 

주파수 선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파 반사 모델 중 커패시턴스 

모델(Eq. (1))을 이용하여 종단 개방 동축선 센서와 

균열이 있는 시편이 접촉한 경우를 적용하였다.

   

            (1)

여기서 Γ는 반사계수, C(εr)+Cf는 시편의 유전율

(εr)을 고려한 커패시턴스, Z0는 센서의 임피던스, 
ω는 각진동수이다5.

균열을 공기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볼 때 균열이 

없는 면에 비해서 균열이 있는 면에서 반사계수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균열의 중심에서 가장 큰 반사

계수가 측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주파수를 

균열 검사에 적합한 주파수로 결정할 수 있다.

3. 실험 방법

센서는 SMA커넥터와 지름 2.2 mm의 반강형 

케이블을 이용하여 20 GHz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 

종단개방 동축선 센서를 제작하여 이용하였고, 회
로망분석기(8720D,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반

사계수를 측정하였다. 주파수 분석은 C-band (4~8 
GHz), X-band (8~12GHz), Ku-band (12~18GHz) 대역

에서 10 MHz 간격으로 각각 수행하였다. 사용한 

시편은 폭 0.5 mm, 깊이 3 mm의 균열을 인위적으로 

생성한 스테인리스강이었다.
먼저 센서를 균열이 없는 시편에 접촉시켰을 

때의 반사계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 대비 균열

이 있는 표면에서의 반사계수를 측정하여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장치와 균열 검출을 위한 

스캔 방향은 Fig. 1에서는 보여주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표면 결

함을 검출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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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and scanning direction

4. 결과

주파수 대역별로 균열의 중심에서의 반사계수

를 균열이 없는 면에서의 반사계수와 비교한 결과

는 Fig. 2와 같다. 각 대역별로 최대 반사계수를 

보이는 주파수를 확인해본 결과 C-band에서는 4.28 
GHz (2.95 dB), X-band에서는 9.32 GHz (5.53 dB), 
Ku-band에서는 16.49 GHz (13.92 dB)로 확인되었

다.

Fig. 2 Reflection coefficients at the center of the crack 
(a) C-band (b) X-band (c) Ku-band

Fig. 3 Changes of the reflection coefficients of the 
sensor along the metal surface with a crack 
at indicating frequencies

확인된 주파수에서 균열 검출을 시도해본 결과 

균열이 없는 면에서는 반사계수가 0에 가까웠지만 

균열에 가까워질수록 반사계수가 줄어들었다가 

균열의 중심에서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반사계수의 크기는 

다른 연구2-4와 비교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균열 

검출의 민감성 및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의 절차에 따른 주파수 선정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금속 표면의 균열 검출을 위한 C-band, X-band, 
Ku-band 대역의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각 대역별로 

균열에서의 반사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센서의 특성과 시편의 특성에 

맞는 주파수를 찾아서 표면 균열 검출에 활용하면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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