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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접부 초음파 탐상시험
  

  용접부는 그 제조 공정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결함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접 구조물의 건전

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함을 검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접부에 발생하는 결

함의 검출과 그 특성평가(종류판별 및 크기산정)을 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비파괴시험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방사선투과시험

(Radiographic Testing: RT)이다. RT는 투과력이 

큰 방사선을 용접부에 조사하여 결함의 발생에 따른 투

과방사선의 량이 변화하는 것을 필름으로 감지하는 것

으로서, 용접부에 존재하는 결함의 상을 장기간 보존

할 수 있는 필름 상에 얻을 수 있다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RT는 시험매체로서 고가의 필름

을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

한 안전관리의 문제와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지연의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경제적이며 안전한 

검사 기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기술적 

대안으로 사용되는 것이 초음파 탐상 시험(Ultrasoic 

Testing: UT)이다.

  UT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이상의 음파

인 초음파를 용접부에 투입하여 내재하는 결함으로부터 

반사(또는 산란)되는 파를 수신함으로써 결함을 검출하

고 그 특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초음파 탐상기와 관련 

부속품을 확보하고 나면, 반복적인 시험에 소요되는 추

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

이며, 또한 안전한 시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현

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수동식 초음파 탐상 시험은 

검사자가 초음파 탐상기에 나타나는 시험 신호를 보고, 

그 신호를 해석하여 결함의 유무, 위치, 종류, 크기 등

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함 신호의 획득과 결과 해석에 

과도한 주관성이 개입하기 쉽다. 또한, 초음파 탐상 결

과로 획득한 신호를 장시간 보존하는 것이 불편하고, 

설사 보존한다 하더라도 결함 신호가 결함의 기하학적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이외

의 일반인에게는 “난해”하여, RT 필름과 같이 일반인들

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되어 

현재 산업현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UT 자동

화 기술이다. 이 기술은 UT 자동탐상장치를 이용하여 

피검체의 용접부위를 따라 탐촉자를 자동으로 이송시키

면서 탐촉자로부터 출력신호와 탐촉자의 위치정보를 조

합하여 C-scan 이미지라 부르는 결함에 대한 상을 

구축하고 이를 최종 출력으로 제시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보통 UT 자동탐상 장비는 탐촉자를 지동으로 이

송시키는 기구부와 결함의 상을 제공하는 신호처리부

로 구성되는데, 보통 자동스캐너라 불리우는 기구부는 

피검체의 표면을 따라 탐촉자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

면서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

다. 이를 위해서 탐촉자의 자동이송장치는 가능한 한 

기구적으로 단순하되 안정적이고 재현성 있는 표면추적 

성능을 갖도록 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이동성과 휴

대성이 좋아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자동스캐너의 경

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미 개발되어 검사현장에 적

용하고 있는데, 피검체와 검사환경, 기술규격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최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

로운 장치들이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새로운 검

사기법을 적용해 자동화한 탐상장치를 이용해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해 보 던 

많은 문제(예를 들어, 지하매설 배관이나 대형 구조물

의 검사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1는 배

관 원주 용접부에 대한 자동 초음파 탐상을 위해 제작

된 자동스캐너의 예이다. 이 스캐너는 검사속도를 높이

기 위해 굴절각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탐촉자를 동시

에 이송시키면서 두께가 두꺼운 배관 용접부를 자동으

용접부 초음파 탐상 시험의 최적화․지능화 기술

송 성 진

Optimized and Intelligent Ultrasonic Testing of Welded Joints

Sung Jin Song

특집 :  용접부 비파괴평가 신기술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송 성 진  

382                                                            Journal of KWS, Vol. 21, No. 4, August, 2003

12

로 검사한다. 이와 같은 자동스캐너를 제작하는 기술은 

국내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자동스

캐너가 국내업체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바 있다. 

  UT 자동 탐상 장치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신호처리

부이다. 신호처리부는 보통 1) 탐촉자 자동 이송을 위

한 자동스캐너의 운동을 제어하고 탐촉자의 위치를 결

정하기 위한 스캐너제어장치와 2) 탐촉자가 획득한 신

호를 수신하여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를 

제어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는 초음파신호처리

장치로 구성된다. 이 신호처리부를 구성하는 기술 또한 

잘 알려진 공지기술 중의 하나로서 세계의 많은 나라가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

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2은 국내에

서 제작된 신호처리부의 한 예이다. 신호처리부의 최종 

출력은 보통 2차원적인 C-scan image와 현재 위치에

서 탐촉자가 수신한 신호(이를 RF 파형이라고 부름)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그림 2에 나타낸 신호처리부 역시 

이 두 결과를 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낸 기구부와 그림 2에 나타낸 신호처

리 장치를 조합하면,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 탐상 시험

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투과 

사진과 같은 2차원 결함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2차

원 상은 초음파 검사 결과의 해석에 개입될 수 있는 

검사자의 과도한 주관성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기술로 인식되어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동 초음파 탐상 장비를 통해 얻

는 C-scan image는 방사선 투과 사진의 image와는 

달리 검사 조건에 따라 결함의 상이 달라진다. 물론,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도 검사 조건에 따라 결함의 상

이 달라진다. 그런데,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검사 조건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함 상의 농도이며 그 형태

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결함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검사 조건으로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

시한다면, 검사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결함 상의 차이

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방사선 투과 사진의 

판독, 즉, 획득한 상의 해석은 판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방사선 투과 시험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의 판독

이 아니라, 상 자체가 시험 조건에 따라 얼마나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는 결함의 상(즉, C-scan image) 자

체가 시험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되기 때문에 초음파 탐

상 시험 조건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검사 결과의 해석 또한 

검사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 초음파 탐상 시험의 최적화․지능화 기술

이다. 여기에서는 이 기술의 개요, 과제 및 해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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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용 사례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자 한다.

2. 용접부 초음파 탐상 시험의 최적화․지
능화 기술의 개요

   

  용접부 UT 최적화․지능화 기술이란, 초음파 탐상을 

수행할 부위와 검사 장치가 주어졌을 때, 초음파 검사

를 수행할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검사를 수행하여 획

득한 결함 신호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결함에 대한 정량

적 정보(즉, 결함의 위치, 종류, 크기)를 자동으로 결정

하는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기술은 1) 검사 장비

가 주어지고 피검체 내에 내재하는 결함 중 검출하고자 

하는 결함의 특성(위치, 크기, 방향 등)이 정해졌을 때 

최적 검사 조건을 설정하는 최적화 기술과 2) 피검체 

내의 결함으로부터 획득한 신호를 해석하여 결함의 위

치, 종류, 크기를 결정하는 최적화 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현재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3. 용접부 초음파 탐상 시험의 최적화 기술

3.1 최적 기법 및 절차 설정 기술

  용접부 초음파 탐상 시험의 최적화 기술은 최적의 검

사 기법과 절차 그리고 검사 조건을 설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검사해야할 용접부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재

질, 표면 조건 등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

여 어떤 절차에 따라,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초음파 탐

상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검사 기법, 절차 그리고 조건이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원하는 검사 감도를 얻을 수 

없고, 그 결과로 내재하는 결함도 검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급 기술자(보통 

기사 혹은 기술사)가 관련 규격이나 표준(codes or 

standards) 혹은 전문적인 문서를 참조하여 적정 기법

과 절차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 또한 기술자

의 주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은 “최적 검사 

기법 및 절차 설정 전문가 시스템”
1,2)
의 개발이 진행 중

이다. 이 시스템은 검사자가 검사 해야할 피검체에 대

한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격과 표준 그리고 지금까

지의 검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정보를 검색하여 최

적 조건과 절차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웹기반으

로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3.2 최적 검사 조건 설정 기술

  최적의 기법과 절차가 정해지면, 이제 사용 가능한 

탐상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검사를 수행할 때 결함 검

출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검사 조건을 결정해야 한

다. 이 최적 조건에는 탐촉자의 종류(주파수, 크기, 굴

절각), 탐촉자의 위치와 조사 방향, 그리고 탐상기의 

설정 조건(댐핑과 증폭 등) 등이 포함되는데, 이 조건

들은 피검체 내에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결함으로부

터 최대한 큰 신호를 획득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초음파 탐촉자에서 방사되어 시편 내부로 전파되는 초

음파 빔이나 결함으로부터 산란된 후 초음파 탐촉자에 

의해 수신되는 빔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무리 숙련된 검사자라도 지극히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추측”에 의해 예견되는 신호의 세기를 예측한다. 예를 

들어,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이 곡면인 피검

체 내로 초음파 빔이 입사되면, 입사빔은 피검체 내에

서 집속된다. 경험이 많은 검사자는 초음파 빔이 집속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위

Global
Networks

수명평가 Server

Cost산정 Server

일반인 접속 Server

클라이언트

지능형초음파
신호처리소프트웨어

지능형초음파
신호처리소프트웨어

Reference
Database

Reference
Database

최적작업지시
소프트웨어

최적작업지시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비파괴안전진단서버 운영소프트웨어

비파괴상태진단서버

대상체정보
1차판정데이터

검사데이터 작업절차
시스템설정

웹서비스

검사데이터

그림 3  최적 기법 및 절차 결정 전문가 시스템

그림 4  곡면 경계면을 통과한 초음파 빔의 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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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얼마만큼 집속될 것인지를 정량적으로 예측하지

는 못한다. 따라서, 탐촉자의 특성이나 검사 위치의 변

화에 따른 신호의 세기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 조건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다만, 숙련된 기술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최

적에 가까운 조건에 대한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

을 따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

술이 “초음파 탐상 시험 모델링”
3)
 기술이다. 모델링 기

술은 탐촉자로부터 발진된 초음파 빔이 시편 내를 전파

하면서 결함이나 기하학적 반사체에 의해 산란되는 전 

과정을 수학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탐촉자로부터 방사된 

빔이 결함에 얼마만한 세기로 도달되어 그 중 얼마만큼

이 다시 탐촉자로 되돌아 왔는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모델링을 통해 초음파 탐상 신호를 예

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음파 탐상 시험에 관련된 물

리적 현상에 대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이 모델은 크

게 나누어 3가지 세부 모델을 포함한다. 첫째는 초음파 

탐촉자로부터 발진되어 피검체를 전파하는 방사 음장의 

모델, 둘째는 결함에 의해 산란되는 산란 음장 모델, 

그리고 셋째는 초음파 탐상 장비(펄서/리시버, 케이블, 

탐촉자 등 포함)의 특성에 대한 모델이다. 

  초음파 탐촉자에서 발진되어 피검체 내로 전파되는 

음장을 계산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Rayleigh- 

Sommerfeld Integral 법이다. 이 방법은 탐촉자 면 

상의 각 점이 단위 세기의 구면파를 방사한다고 가정하

고 탐촉자 면상의 모든 점에서 방사된 구면파를 중첩함

으로써 탐촉자에서 방사된 음장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탐촉자 면상의 2차원 면적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Multi-Gaussian Beam 모델
4-6)
이 있다. 이 Multi- 

Gaussian Beam 모델은 탐촉자가 방사하는 초음파 빔

을 약 10여개의 Gaussian 빔을 중첩함으로써 표현한

다. 그런데, Gaussian 빔은 그 자체로서 파동방정식을 

근사적으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시편 내에서 전파하거

나, 반사하거나, 심지어는 경계면을 통과한 후에도 

Gaussian 빔 형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Gaussian 빔

을 이용할 경우, 계산 시간이 짧으면서도 높은 정확도

를 유지하며 초음파 빔의 전파 양상을 모사할 수 있다. 

그림 5는 이 Multi-Gaussian Beam 모델을 이용하여 

초음파 탐촉자에서 물로 방사된 (단위 세기의 음압을 

갖는) 빔이 시편 표면에서 굴절되어 시편 내부로 전파

된 후, 다시 시편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반사 종파와 횡

파로 나뉘는 과정을 가시화하여 제시하는 예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방사 음장 모델을 이용하면 초음파 탐

촉자에서 방사된 음장이 용접부에 존재하는 결함에 얼

마만큼 도달하는 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탐

촉자의 종류나 주파수, 위치 등 검사 조건의 변화에 따

라 결함에 입사되는 음압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검사 조건 산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결함에 도달한 입사파는 결함에 의해 산란된다. 사실, 

결함에 의해 생성된 산란 음장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산란 음장을 근사

적으로 계산한다면 계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산

란 음장을 근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Kirchhoff 근사법인데, 

이 방법은 결함에 의해 산란된 음장을 결함의 표면으로

부터 반사되는 음장으로 근사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서, 결함의 표면이 입사파의 파장보다 큰 경우에 대해

서 잘 맞는다. 결함 중 균열과 같이 곡률 반경이 매우 

작은 선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균열 선단에서 회절

파가 존재한다. 이 회절파는 Geometric Theory of 

Diffraction 기법
7,8)
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이 방법은 균열 선단에서 생성된 회절파는 입사파에 회

절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회절계수

는 해석적으로 구한다. 이와 같은 두가지 방법을 이용

하여, 결함으로부터 산란되는 음장을 계산할 수 있다. 

일단, 결함으로부터 산란된 음장이 알려지면, 이 산란 

음장을 초음파 탐촉자로 수신할 때 초음파 탐촉자에 형

성되는 음장을 구할 수 있다. 사실 이 수신 음장을 구

하는 것은 방사 음장을 구하는 것과 원리적으로 같기 

때문에, 방사 음장을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초음파 탐촉자로 수신한 산란 음장은 보통 주파수 

역에서 계산한다. 그런데, 초음파 탐상기에 나타나는 

결함 신호는 시간 역의 파형이다. 따라서, 이 파형을 

P

S

P

P

S

P

그림 5 Multi-Gaussian Beam 모델을 이용한 초음파 빔

의 전파와 바닥면에서의 반사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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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탐상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이 주파수 특성을 "시스

템 효율인자"10)로 나타낸다. 이 시스템 효율인자는 보

통 대비시험에 의해 실험적으로 결정하는데, 용접부 탐

상에 주로 사용하는 사각 탐촉자의 경우에는 STB-A1 

표준시험편의 원주 반사면으로부터 획득한 반사신호를 이 

반사신호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로 “deconvolution”
7)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시스템 효율인자를 앞에

서 언급한 이론적으로 계산한 탐촉자의 수신음장에 곱한 

후, 역푸리에변환을 취하면 시간 역의 결함신호를 모사

할 수 있다. 그림 6은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여 배관 내에 

존재하는 원형판 균열의 상하 선단(tip), 균열의 코너

(corner), 그리고 기하학적 반사체의 하나인 counter 

bore에서 나오는 신호를 계산한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술을 이용하면 주어진 결함

으로부터 예견되는 결함 신호의 세기뿐 만 아니라 파형까

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면 검사 전에 미리 예

상신호를 획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검사 조건의 변

화에 따른 수신 신호 세기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함으

로써, 최적 검사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

지 결함으로부터 수신하게 될 다양한 결함신호를 산출

해 냄으로써, 검사 수행 시에는 검사자의 판단을 돕고 

분석 시에는 참조신호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

를 통해 수집된 신호와 예상신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결함의 이력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제

공한다. 

4. 신호해석 지능화 기술

  초음파 탐상 시험의 결과로 획득한 신호(보통 RF 신

호라 부름)를 해석하여 결함의 종류와 크기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매우 숙련된 전문가

들도 때로는 만족할 만한 정확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RF 신호는 탐촉자의 위치나 주사각도

가 바뀜에 따라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연속적으로 신호

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대단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사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따라 주의가 

산만해 지기 쉽기 때문에, 검사자에 의한 결과 해석은 

그 객관적 신뢰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초음파 탐상 시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특히,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은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하다. 왜냐하면, 

용접부에는 표면 개구 균열과 같은 용접결함 뿐 만 아

니라 카운터 보어나 용접 루트부와 같은 결함이 아닌 

기하학적 불연속부도 혼재하는데, 이러한 기하학적 불

연속부 또한 입사된 초음파 빔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

음파 탐촉자로 수신한 신호는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띄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

호를 정확히 해석하여 내재하는 결함의 위치, 종류, 크

기를 정확히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초음파 탐상 신호해석 지능화 기술은 바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다음 3 가지 요소 기술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결함신호 식별기술로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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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델링에 의한 균열 선단, 균열 코너, 카운터보어 신호의 예측

  

그림 7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획득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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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 탐촉자가 출력으로 쏟아내는 수많은 신호 중에서 

결함으로부터 획득한 신호만을 구별해내는 기술을 말한

다. 둘째는 결함신호 분류인데, 결함 신호라고 판단한 

신호가 어떤 종류의 용접 결함으로부터 산란된 것인지

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보통 용접결함을 그 특성에 

따라 균열(용입부족, 융합부족 등 균열성 결함 포함), 

슬래그 혼입, 기공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는 결함크기 산정인데, 특히 균열성 

결함의 경우 그 크기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1 결함신호 식별기술

  결함신호 식별기술은 그림 7에 보인 바와 같은 초음

파 탐상 신호 중에서 기하학적 반사체에 의해 생성된 

신호와 결함에 의해 형성된 결함신호를 분리해 내는 기

술이다. 지금까지 이 과정이 전적으로 검사자의 경험과 

주관적 지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 신뢰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래서, 때로는 

결함신호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결함이 아닌 것을 

결함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

히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개발된 기법 중 “TIFD(Technique for 

Identification of Flaw signal using Deconvolution)"7)

라는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법은 획득한 

신호를 기준 신호로 deconvolution 하면 그 결과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신호를 얻게되는데, 그 형태를 보고 그

것이 결함신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기

준신호로 사용하는 신호는 STB-A1 표준시험편의 원주

로부터 획득한 반사신호이다. 그림 8은 TIFD의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결함에 해

당하는 균열선단신호와 균열코너신호는 각각 bi-polar 

pattern과 negative polarity를 갖는 impulse-like 

pattern을 갖는데 비해서, 결함이 아닌 counter bore

는 positive polarity를 갖는 impulse-like pattern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무수히 많은 출

력신호 중 결함신호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4.2 결함신호 분류

  신호해석 지능화의 두 번째 과제는 결함의 종류를 판

별하는 것이다. 용접부에는 균열, 슬래그 혼입, 기공과 

같은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결함식별 기법을 통해 결함신호 만을 구분했다면, 이제 

그 결함이 실제로 용접결함 중 어느 결함으로부터 발생

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행하기 위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형상인식”기법
11)
이다. 

형상인식 기법은 검출 신호로부터 그 신호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특징(feature)"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는데, 이 의사결정의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인공신경회로망이다. 이러한 기법은 세

계 각국에서 많이 연구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가 수행되어 초음파신호를 입력하면 

결함의 종류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

다. 그림 9는 확률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초음파신호분류 

프로그램의 예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음파 탐상 시험 

신호 중 결함 신호만을 window를 취하여 구분하고, 

이 결함 신호의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할 특징으로는 

결함 신호의 지속시간, 에너지, 주파수 스펙트럼의 대

역, 첨두 주파수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특징

추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한 특

징을 확률신경회로망의 입력 노드에 입력하면, 출력 노

드에 해당 결함신호가 균열, 슬래그 혼입, 기공의 세 

종류의 결함으로부터 생성되었을 확률이 자동으로 출력

되고, 그 값을 막대그래프의 길이로 가시적으로 표시하

여 자동으로 출력한다. 

4.3 결함크기 산정

  결함식별과 분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하

는 것이 결함의 크기 산정이다. 보통 용접결함의 크기 

산정은 결함신호의 세기보다는 비행시간(time-of- 

flight)을 이용하여 결정하는데 많은 기법들이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용접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균열의 

크기(두께 방향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

  

그림 8 TIFD 결과 (crack tip, crack corner, counter b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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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PATT(pulse arrival time 

technique) 혹은 TE(tip echo)라고 부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균열 선단 회절 신호의 발생 위치로부터 균

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 균열선단 신호를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다면 매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밖에도 균열선단신호와 균열코너

신호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SPAT (satellite 

pulse arrival time) 방법이나 두 개의 탐촉자를 이용

하여 균열선단의 회절신호를 측정하는 TOFD(time of 

flight diffraction)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의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표면 개구 수직 균열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표면 개구 수직 균열의 

코너로부터 반사된 신호의 세기가 균열의 크기와 관련

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모델링을 이용하면 주어진 

크기의 수직 균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균열코너 반사

신호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모델링을 이용하면, 

수직 균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 코너 반사 신

호의 세기가 변화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관계

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Size Amplitude Curve (SAC)12) 얻을 수 있다. 이 

SAC를 이용하면, 크기를 알지 못하는 수직균열의 코너

반사 신호를 획득했을 때 그 신호의 세기를 측정함으로

써 수직균열의 크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4.4. 용접부 초음파 탐상 시험의 지능화 기술 
적용 예 

  UT 지능화 기술은 현재 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개

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내에서도 결함

신호의 식별, 결함의 종류판별, 그리고 결함의 크기산

정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11은 국내에서 

개발된 네트웍 기반의 UT 지능화 시스템
2)
의 한 예이

다. 이 시스템은 6축 간이 자동스캐너의 끝에 부착된 

초음파 탐촉자를 작업자가 손으로 조작하면, 그 때 이 

탐촉자의 위치가 스캐너의 몸체에 부착된 엔코더에 의

해 결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탐촉자가 획득한 결함신

호가 A/D board를 통해 디지털 테이더로 변환되어 

PC에 전송된다. 이 PC는 획득한 신호(RF 신호)에 

TIFD 기법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이 신호가 결함신호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만약 이 수신신호가 결함신호

이면 무선 lan을 통해 server로 이 신호를 전송한다. 

server는 이 신호를 받아 다시 한번 정 한 TIFD를 

수행하여 결함신호인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만약 

결함 신호라면 확률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결함의 종류

가 균열, 슬래그 혼입, 기공 중 어느 것인지를 판단하

고, TE 기법을 이용하여 결함의 크기를 산정한다. 그

리고, server가 수신한 결함신호와 판단결과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구축한다. 

  그림 11에 소개한 시스템은 UT 지능화 기술과 정보

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초음파 탐상 기술로

서, 검사자에 의한 오류를 줄이고 초음파 탐상 시험의 

결함신호확인 및 분리 결함분류

Windows

Flaw Signal

Windows

Flaw Signal

그림 9 확률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지능형 결함분류 프로그램10)

그림 10  Size Amplitude Curve를 이용한 표면 개구 수

직 균열의 크기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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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검사자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초음파 탐상 신호를 관련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음파 탐상 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5. 맺 음 말

  용접부 초음파 탐상 시험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며, 

현재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동 초음파 탐상 

장비나 자동 초음파 탐상 장비 모두 그 구조와 작동 면

에서 전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용접부에 대

한 초음파 탐상 시험을 수행할 경우, 결함 검출과 결과 

해석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용접부

로 투입되어 산란되는 초음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

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음파 탐상 시험은 잘 훈련된 

검사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객관적 신뢰성이 매우 

낮은 기술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서 소개한 초음파 탐상 시험 최적화․지능화 

기술은 초음파 탐촉자에 의한 초음파 빔의 발진, 용접

부 내에서의 전파, 결함에서의 산란, 그리고 수신 탐촉

자에 대한 산란 빔의 수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식적

으로 모델링하고 그 해를 도출함으로써, 초음파 탐상 

시험의 물리적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량적으로 예

측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체

계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초음파 탐상 시험의 시험 조건

을 최적화하고 결과 해석을 지능화하는 기술이 현재 개

발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초음파 탐상 시험의 객관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용접부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되

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기술을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

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 는데, 이 이 읽

는 이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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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네트웍기반의 지능화된 초음파 탐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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