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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pe of wall thinning in pipe

Table 1 Information of wall thinning and defect

Wall Thinning
[%]

Defect Depth
[mm]

Specimen 1 0 0
Specimen 2 20 1.8
Specimen 3 30 2.7
Specimen 4 40 3.6
Specimen 5 50 4.5

Fig. 2 Configuration of the laser ultrasonic 
system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배관부의 감육 손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레이저 초음파와 간섭계 실험 장치를 구성

하였다. Q-스위칭 된(Q-switched)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편의 열탄성 영역 내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CW 레이저와 Confocal Fabry-Perot 
Interferometer(CFPI)를 구성하여 초음파 신호를 획

득하였다. 배관의 두께 대비 20, 30, 40, 50%의 인위

적인 감육 배관을 방전 가공으로 제작하여 종파 

신호의 도달 시간차를 측정하였다. 그 시간차를 

이용하여 감육 배관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고, 감육 

손상 부분(내부결함 깊이)의 정량적 평가도 가능하

였다. 또한,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감육부 

내부 결함의 단면 형상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

2. 시편

본 연구에서는 두께 9mm, 길이 300mm, 지름(외
경) 113mm인 배관을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재질은 

보일러 배관 및 원자력 발전소 배관으로 사용되는 

SUS 304이다.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감육 배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Table 1에서는 시편 5종에 

대한 두께 대비 감육 손상정도와 내부결함 깊이를 

정리하였다.

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펄스 레이저는 파장 1064nm, Max. Avg. Power 5W, 
Energy/Pulse < 0.5J, 펄스 에너지 10 ~ 100mJ,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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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ltrasonic signal at intact area (specimen 1)

(b) Ultrasonic signal at 20% wall thinning (specimen 2)

(c) Ultrasonic signal at 30% wall thinning (specimen 3)

(d) Ultrasonic signal at 40% wall thinning (specimen 4)

(e) Ultrasonic signal at 50% wall thinning (specimen 5)
Fig. 3 Comparison of the received ultrasonic 

signals

폭 10ns, 펄스 반복률은 10Hz이다. 초음파를 수신하

기 위한 CW 레이저는 파장이 532nm인 단파장 녹색

광이며, 최대 출력은 200mW이다.
레이저 초음파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 2와 같으

며, BS(Beam Splitter)와 mirror를 사용하여 펄스 

레이저의 조사 방향을 조절하였다. 시편 앞쪽에 

설치된 convex lens를 조절하여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서 초음파 송수신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편 내부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

파 신호(1, 2차 종파)의 시간차를 계산하여 감육 

손상부의 위치뿐만 아니라 깊이까지도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결론

Fig. 3은 Fig. 2의 실험 방법으로 획득한 초음파 

신호를 감육 손상에 따라 시간-진폭 그래프로 보여

주고 있다. Fig. 3(a)는 감육 손상이 없는 배관에서 

검출된 초음파 신호이고, 3(b)에서 3(e)는 차례대로 

배관의 두께 대비하여 20, 30, 40, 50% 감육 시편에

서의 초음파 신호이다. 1차 종파(L1)는 초음파 발생 

지점으로부터 시편 내부로 전이되어 안쪽 면을 

맞고 돌아오는 신호이며, 2차 종파(L2)는 1차 종파 

후에 다시 왕복하여 돌아온 신호를 검출한 것이다. 
두께 방향으로의 감육 손상이 커질수록 1, 2차 종파

의 시간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감육 손상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배관의 두께가 얇아진 상태

이므로 종파의 전파 거리가 짧아져서 도달 시간이 

감소한 것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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