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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 가열빔의 반경(m)
f : 변조주파수 (Hz)
 : 열전도계수 (W/m K)․
Q : 열원 (W)
P : 가열빔의 크기(W)
T : 온도 (K)
q : 열유속 (W/m2)
ρ : 밀도 (kg/m3)
α : 열확산계수 (m2/s)
λ : 광흡수계수 (1/m)
 : 편향각 (degree)
n : 굴절율
qx, qy : 적분변수

서 론1.

광음향 및 광열효과를 응용한 기술은 재료의

물성 측정 및 비파괴 분석 등의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광열복사법. (photothermal
광열평향법radiometry), (photothermal deflection),

그리고 광열변위법 과(photothermal displacement)
같은 여러 방법들이 열물성 측정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광열편향법.
은 측정 시편과의 접촉이 없으며 시편의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 방법은. Jackson and
Fournier[1]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등방성 재

료의 열물성 및 광학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

용한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이 방법은 변조된 외부 광원 을 시(light source)
편에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광원은 시편.
내에 열탄성파를 야기시키는 열에너지로 변환된

다 재료의 표면에서 열에너지의 흐름은 인접한.
공기 영역에서 굴절율 의 구배를(refractive index)
발생시키며 시편에 평행하게 조사되는 검사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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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편향의 분석을 통하.
여 열물성을 결정할 수 있다.
등방성 재료에 대한 차원 편향 해석은 많은3
연구가 진행되었으나[1-5] 이방성 재료에 대한 해,
석과 실험적 연구는 극히 일부가 진행되었다.
년 등은 이방성 재료에서 열파의 전1987 Iravani

파를 기술하기 위하여 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해3
석하였다.[6] 년에 등은 열전도계수의1995 Salazar
이방성 특성의 관계를 이용하여 열확산계수를 결

정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계수 텐서를 적용한3×3
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복소변한법과 비대칭3

변환을 이용하여 이방성재료의 온도분포Fourier
를 구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이방성 재료의 열,
전도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편향해석을 진행하였

다 또한 가열빔의 반경 변조주파수 열전도계수. , , ,
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을 가열빔과 검사빔의 상

대거리의 함수로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이.
방성 재료의 열물성 측정에 대한 기반을 확립하

였다.

이론 및 원리2.

검사빔이 굴절지수의 구배가 존재하는 매질을

통과하면서 편향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편향각 ψ

는 일반적으로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1) .
식에서 은 굴절지수n , n∂ /∂는 굴절지수의 온도T
계수, ∇t 는 검사빔의 경로에 수직한 온도구배T ,
는 검사빔의 경로를 나타낸다s .[1]

  
 
 



∇  (1)

식 과 같은 검사빔의 편향에 대한 표현을 구(1)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과 시편주위의 공기에

대한 온도분포의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온도.
해석을 통하여 구한 온도분포에 대한 결과를 검

사빔의 편향에 대한 식 에 대입하여 최종적인(1)
검사빔의 편향각 및 위상각을 구하였다.

온도분포2.1
시편에서의 온도분포와 변형구배를 구하기 위

하여 과 같이Fig. 1 x, y 방향으로는 무한하고 z방
향으로는 유한한 길이를 가지는 차원 고체 모델3

을 선정하였다 좌표계 는 시편의 좌표를 나. (x,y,z)
타내고 는 실험장치의 좌표계를 나타낸, (X,Y,Z)
다 대류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도만을 고려하였으며 시편 주위는 일반적

인 대기상태이다 지배방정식은 각 영역에 대하.
여 식 와 같이 열원이 있는 차원 열전도방정식(2) 3
을 사용하였다. [6-10]

∇×∇ 

     (2)

여기서 는 온도, 는 열전도계수, ρ는
밀도, 는 비열 그리고 는 가열빔에 의

하여 발생되는 열원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첨자.
g는 시편 전면의 공기(front gas), m은 시편의 영

역(sample), r는 시편 후면의 공기 를 나(rear gas)
타낸다 적용되는 경계조건은 식 에 나타낸 것. (3)
처럼 영역간 경계면에서 열유속과 온도가 일정하

며 가열빔에 의한 시편의 온도상승이 매우 작기,
때문에 대류나 복사에 의한 열전달 효과는 고려

하지 않았다.

    ,     ,
    ,      

(3)
여기서,

  


 


 

 
  


   .

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geometrical
configuration : The probe beam has a transverse
offset X0 with respect to the pump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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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은 공간에 대하여 분포를 가지는Gaussian
레이저빔으로 변조주파수( f )로 단속되고 최대 강,
도의 이 되는 지점까지를 빔의 반지름1/e (a)으로
고려하였으며 광에너지가 시편에 흡수되는 깊이,
를 나타내는 광흡수계수(λ 는 광흡수의 지수법칙)
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시편 전면과 후면의 공.
기 영역에서는 광에너지가 흡수되지 않으므로 0
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시편에서는 식 와 같이, (4)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P는 시편에 흡수된 에너지를 나타낸 것으

로 가열빔의 출력과 시편의 반사율에 의하여 결

정된다 열원. Q(x,y,z,t 는 시간에 독립적인 항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동하는 항으로

구성된다 시간에 대하여 독립적인 항은 변형의.
위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시

간에 대하여 종속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였다.
열전도 방정식의 해석은 시간에 주기적인 함수

를 정상상태함수로 변환시켜 해석을 간단하게 하

고 검사빔의 편향에 대한 위상차를 손쉽게 구하,
기 위해서 복소변환법(complex method,  )

를 적용하여 정상상태함수로 변환한 후 차원2
을 적용하면 식 와 같이 변환Fourier Transform (5)

된다 유사한 방법으로 경계조건도 변형된다. .



 
 


   

 
(5)

여기서,

   
 

∞

∞


    

             

            

       
         

      .

식 는 차원 미분방정식으로 식 과 같이 해(5) 2 (6)
를 구할 수 있으며 식 의 같은, (7) Inverse Fourier

과 복소변환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온Transforms
도분포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6)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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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빔의 편향2.2
검사빔의 편향의 해석은 에 나타낸 것처Fig. 1
럼 직교좌표계 를 사용하였(rectangular coordinate)
다 검사빔의 편향은 벡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시편에 대하여 평행한 접선방향(lateral direction)
과 시편에 수직한 수직방향 으로(normal direction)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접선방향은 좌표계.
의 방향에 해당하며 수직방향은 방향에 해당X Z
한다 검사빔이 시편 전면 공기 영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굴절지수와 굴절지수의 온도계

수는 공기에 대한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적분내.
의 온도 또한 전면 공기의 온도식을 사용하여 계

산하면 접선성분과 수직성분은 식 처럼 나타낼(8)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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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 정의된 공기층에 대한 온도 분포를 대(7)
입하여 최종적인 편향에 대한 결과식을 식 와(9)
같이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는 가열빔의 중심

과 검사빔사이의 상대거리를 나타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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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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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검토3.

광열편향법을 이용한 열물성의 결정은 편향의

크기 편향각 와 편향의 위상차 위상각 을 이용한( ) ( )
다 검사빔의 편향각은 식 에 나타낸 바와 같이. (9)
재료의 열적 및 광학적 물성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열전도계수를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

다 규준화 를 통해서 이러한 인자들. (normalizing)
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편향의 위상차를 이.
용하여 열전도계수를 측정하는 데는 시편의 두

께 가열빔의 반경 및 변조 주파수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상각에 영향을 주는 인

자들에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좀 더 정확

하고 간편한 열전도계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 재료 중에서 사방정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석하였다 검사빔의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가열빔의 주파수,
시편의 열물성 재료의 결정방향과 검사빔 사이,
의 각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기본적인 해석 대상으로 영역 g와 r의 매질은

공기로 설정하였으며 영역, m은 이방성 재료로써

물성은 k11=250W/mK, k22=50W/mK, k33=100W/mK
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해석조건은 두께를. 1 ,㎜
가열빔의 반경을 재료의 표면과 검사빔의60 ,㎛
수직 거리를 변조주파수를 그리고100 , 200Hz㎛

재료의 결정방향과 검사빔사이의 각도를 로60˚
설정하였다.

온도분포3.1
는 시편 표면에서의 전형적인 온도분포를Fig. 2

나타낸 것이다 열확산계수 열전도계수 열팽창. , ,
계수 반사율 흡수율 시편의 두께 등과 같은 분, , ,
석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도

상승은 정도이다2~5K .
기본적인 해석조건에서 k11과 k33의 값은 동일

하고 k22값이 다를 때에 대한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열전도계수가 큰 재료일수록 온도의 최대

값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열전도계수가 큰 재료는 열전도계수가 작은 재료

에 비하여 흡수된 에너지가 넓은 공간으로 확산

되기 때문에 온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작아진다 이렇게 열전도계수에 따라 나타나는.
온도 특성의 차이는 검사빔이 편향되는 정도의

차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방성 재료의 열전도

계수의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various thermal
conductivity (k22).

Fig. 3 Result of equation (9) : The deflection and
phase angle of lateral and norm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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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 of phase curve for various modulation
frequencies. ( =60°)Θ

검사빔의 편향 해석3.2
시편에 발생한 온도구배는 검사빔의 경로에 영

향을 주게 된다 식 는 가열빔의 영향으로 시편. (9)
과 인접한 공기의 온도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검사빔의 편향을 해석한 것으로 시편과

평행한 접선성분과 수직한 수직성분으로 분리해

서 분석하였다.
광열편향법에서 고려되는 대표적인 신호들에

대한 계산 결과들을 에 나타내었다 편향각Fig. 3 .
의 접선성분은 대략 가열빔 반경부근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며 수직성분은 가열빔

의 중심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위상각은 해석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두 빔의,
상대위치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가열빔의 중심선상에서 한쪽 편만을.
나타낸 것으로 반대쪽은 대칭인 모양을 가진다.

는 가열빔의 변조주파수를Fig. 4 50Hz, 200Hz,
그리고 로 변화를 주었을 때 반경방향에 대350Hz
한 위상각을 나타낸 것이다 변조주파수가 커질.
수록 위상 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열빔의 변조주파수가 증.
가하면 한 주기 당 재료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감

소함으로 인하여 흡수된 에너지가 확산되는 면적

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열전도계수(k22 조건에 대하여 가열)
빔과 검사빔의 상대위치에 대한 위상각과 편향각

의 결과를 에 나타냈다 열전도계수가 큰Fig. 5 .
재료일수록 편향각의 최대값은 작아지는 것을 보

여주며 위상각에서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열전도계수.
가 큰 재료가 상대적으로 작은 재료에 비하여 흡

수된 에너지가 넓은 공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k11과 k33의 영향도 의 결과와 유사하다Fig. 5 .
식 의 나타낸 것처럼 방향코사인과 주열도계수(10)
의 조합으로 유효열전도계수가 동일하면 광열효

과로 측정되는 신호도 동일하다 열물성은 실험.
과 이론을 통해서 얻은 편향각 곡선 위상각 곡,
선 특성 변조주파수 등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

여기서 ,  그리고 는 각 축에 대한 주열전

도계수 이고(principal thermal conductivity)  ,  , 
은 각각 , ,  축에 대한 방향 코사인이다- .

Fig. 5 Phase of lateral component for various
thermal conductivities (fixed k11 and k33, =60°).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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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ot of phase curve for various .Θ

은 재료의 결정방향과 검사빔 사이의 각Fig. 6
도 를 변화시켰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Θ

식 처럼 의 변화는 유효열전도계수의 변화를(10) Θ

유발시킨다 설정된 각도에 의해서 결정된 유효.
열전도계수가 증가하는 것은 앞서 기술한 열전도

계수의 영향과 동일하다 이는 이방성 모델에서.
유효열전도계수의 값에서 얻어진 편향의 신호는

등방성 모델에서 동일한 값의 열전도계수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시료 표면의 유.
효열전도계수가 동일하면 광열편향법을 통해서,
얻은 신호 역시 동일하다.

결 론4.

본 연구에서 비대칭형 변환을 이용하여Fourier
이방성재료에 대한 차원 열전도방정식의 해를3
제시하였다 검사빔의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열.
빔의 주파수 시편의 열물성 재료의 결정방향과, ,
검사빔과 각도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료의 열전도계수가 높아지거나 변조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시편 온도의 최대값이 작아지거나 위

상각의 구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적으로 조건을 조정할 때 매우 중요

한 정보가 된다 재료의 결정방향과 검사빔 사이.
의 각도는 측정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도의

변화는 이방성 재료에서 유효 열물성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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