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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 표면 조도의 영향

Influence of Surface Roughness on 

Measurement of th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하홍필*, 김종범*, 장경영**✝

Hongpil Ha*, Jongbeom Kim* and Kyung-Young Jhang**✝

초 록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는 재료를 전파하면서 발생된 고조파 진폭의 크기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재료와 관계없이 측정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접촉식 탐촉자를 사용하는 경

우 탐촉자와 재료 사이의 접촉상태는 중요한 고려대상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표면 조도의 영향

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0.5, 1.5, 2.2, 2.7, 3.2 µm의 5단계로 표면 조도를 달리한 Al6061-T6 시

편을 대상으로 실험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상대 및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측정하였으며,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는 압전형 수신기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면 조도가 거칠어짐에 따라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는 증가하였으며, 이로부터 표면 조도가 접촉식 탐촉자를 이용한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는 표면 조도는 2.7 µm까지 일정하였는데, 이는 

압전형 수신 기법을 이용한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표면 조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용어: 비선형 초음파 기법,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표면 조도, 접촉식 탐촉자

Abstract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s can be determined by measuring higher harmonic amplitudes generated by 

propagation of ultrasonic waves in a material. However, regardless of the material, the result may be influenced by the 

measuring system. The contact condition between the transducer and material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when a 

contact-type transducer is used; therefore, the effect of surface roughness wa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this study. 

Al6061-T6 specimen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surface roughness values of 0.5, 1.5, 2.2, 2.7 and 3.2 µm. The 

relative and absolut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s were measured under identical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absolut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was obtained using the piezo-electric detection metho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v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increased according to the surface roughness, which confirms 

that surface roughness affects the measurement of th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when a contact-type transducer is 

used. On the other hand, the absolut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was stable up to the roughness of 2.7 µm. This 

implies that the measurement of the absolut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by using piezo-electric detection can 

compensate for the influence of surface roughness through the calibration process, within a limit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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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선형 초음파 기법은 초음파가 재료 내부를 

전파할 때, 재료의 비선형 탄성거동에 의해 전파

되는 초음파의 파형이 왜곡되어 입사된 기본주파

수 성분 이외의 고조파 성분이 발생하는 비선형 

음향효과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기법이다[1,2]. 비

선형 탄성효과는 선형적인 특성보다 재료의 미세

조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로, 크

리프, 고온열화와 같은 재료의 미시 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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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파손의 초기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3]. 그런데 초음파 비선

형성은 접촉매질[4], 접촉압력[5], 탐촉자[6,7] 등

과 같은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로 측정되는 비선형성은 재료의 비

선형성과 다를 수 있다[8,9].

특히 접촉식 초음파 기법에서는 탐촉자와 재료 

사이의 접촉상태는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료의 표면 조도가 초음파 신호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가 있다. 가장 기본

적인 영향은 표면 조도에 따른 탐촉자와 재료 사

이에 형성된 빈 공간(air gap)으로 인해 가진된 

초음파가 접촉계면에서 반사되어[10], 입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감소시키는 것이다[11,12]. 그 외

에도 표면 조도에 의한 초음파의 산란으로 인해 

표면에서 반사된 초음파 신호가 수신될 뿐만 아

니라, 입사되는 초음파의 진폭과 위상이 변하게 

된다[13,14]. 비교적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에는 

접촉매질에 의해 영향이 무시될 수 있지만, 거친 

경우에는 초음파의 반사 및 감쇄로 인한 수신 신

호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 내부의 결함

의 크기나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면 조도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15,16].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선형 초음파 

검사에서 표면 조도의 영향을 분석한 사례이고,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 표면 조도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재료의 비선형 탄성거동에 의해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의 크기는 기본주파수 성분에 비해 매우 작

기 때문에 정확한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고조파 성분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면 조도에 의한 수

신 신호의 감소는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 표면 조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쪽 면의 표면 조도가 0.5, 

1.5, 2.2, 2.7, 3.2 µm의 5단계로 가공된 Al6061-T6 

시편을 준비하고, 각 시편에서의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를 접촉식 탐촉자를 이용한 투과법으로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송신면과 수신면의 표면 

조도가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송신면만 

거친 경우와 수신면만 거친 경우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거친 면의 표면 조도는 3.2 µm, 반대 면의 

표면 조도는 0.5 µm이다. 

한편,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은 상대 비

선형 파라미터와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모두를 측

정하였으며,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는 압

전형 수신기법을 이용하였다[17]. 압전형 수신기법

을 이용한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는 캘리

브레이션 과정을 통해 수신면에서의 초음파 변위

와 수신 탐촉자의 전기출력 사이의 변환계수를 구

해서 사용하는데, 이 변환계수에 탐촉자와 시편 

사이의 접촉상태의 영향이 반영되므로 표면 조도

의 영향은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와는 다

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면 조

도가 다른 시편에서 측정된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

와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초음파가 재료 내부를 전파하면서 재료의 비선

형적 탄성 특성에 의해 입사된 초음파의 파형이 

왜곡되면서 기본주파수 성분 이외의 고조파 성분

이 발생한다. 이때 기본주파수의 변위 진폭과 2

차 고조파의 변위 진폭을 측정함으로써, 절대 비

선형 파라미터는 식(1)과 같이 구할 수 있다[18].

 





(1)

식(1)에서 은 기본주파수 변위 진폭, 는 2

차 고조파 변위 진폭, 는 파수, 는 전파거리이

다. 한편 파수 와 전파거리 가 일정할 때, 수

신되는 신호의 기본주파수 진폭 ′와 2차 고조

파 진폭 ′로부터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식

(2)와 같이 정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19].

 ∝   ′



(2)

3. 실험 방법

3.1. 시 편

시편은 크기가 100 mm × 40 mm × 80 mm인 

Al6061-T6를 사용하였다. 각 시편의 양쪽 면은 

오비탈샌딩기(Keyang, FS-3C)를 사용하여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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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a) calibration, (b) 

harmonic generation measurement and (c) 

stabilization of measurement by using a 

pneumatic device

가공을 하였으며, 표면 조도가 0.5 µm인 기준시

편과 1.5, 2.2, 2.7, 3.2 µm으로 표면 가공된 

Al6061-T6시편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Al6061-T6 

시편에서 절대 및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측정

하여 비선형 초음파 기법에서 표면 조도의 영향

을 확인하였다.

3.2.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

표면 조도의 영향에 따른 절대 비선형 파라미

터의 측정을 위해 Fig. 1와 같이 압전형 수신기

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캘리브레이션 측정

과 고조파 측정으로 구성된다[17]. 

캘리브레이션 측정에서는 Fig. 1(a)와 같이 펄

스-에코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고조파 측정

에서 수신 탐촉자로 사용되는 10 MHz PZT 탐촉

자를 부착하고, 펄서리시버(Olympus, 5072PR)를 

사용하여 광대역의 펄스 신호를 재료에 입사시켰

다. 재료의 저면에서 반사된 신호는 동일한 탐촉

자를 통해서 수신하였으며, 송-수신되는 전류와 

전압을 각각 전류프로브(Lecroy, CP030)와 전압프

로브(Tektronix, P22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

정된 송신 및 수신 전류와 전압신호로부터 고조

파 측정에서 취득되는 전류신호를 변위신호로 변

환하여주는 변환함수 를 다음과 같이 구하

였다[17,20].

 



′ 

 ′ ′ 

′ 
 ′  (3)

식(3)에서 ′ 와  ′  은 송신 전류 및 

전압신호의 스펙트럼이며, ′ 과 ′ 은 

수신 전류 및 전압신호의 스펙트럼이다. 는 각 

주파수, 는 밀도, 는 초음파의 종파 속도, 는 

탐촉자의 면적이다. 

고조파 측정에서는 재료의 비선형적 특성에 의

해 발생하는 고조파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 Fig. 

1(b)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고전압 펄서

(Ritec, RAM-5000)를 이용하여 21개 사이클의 사

인파형 톤버스트 종파를 발생시키고 중심주파수

가 5 MHz인 PZT 탐촉자를 사용하여 재료 내부

에 입사시켰다. 이때, 7 MHz 저역필터(Ritec, 

RLP high power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송신

부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성분의 유입을 억제하였

으며, 수신 탐촉자는 2차 고조파 성분을 민감하

게 수신하기 위해서 중심주파수가 10 MHz인 

PZT 탐촉자를 사용하였다. 측정의 안정화를 위해 

Fig. 1(c)와 같이 공압장치를 사용하여 300 KPa의 

압력을 탐촉자에 가하여 송수신 탐촉자와 시편 

사이의 접촉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그리고 

접촉매질을 충분히 도포하여 일정한 접촉압력으

로부터 탐촉자와 시편 사이의 접촉매질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로써, 탐촉자를 제외한 

측정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비선형 성분을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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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Experimental results of (a) FFT results from received signals, (b) normalized values of ′


and ′
according to surface roughness and (c) relativ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a) (b) (c)

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a) transfer functions from calibration measurement, (b) normalized values of  




and  according to surface roughness and (c) absolut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

수 있다. 한편, 수신 신호는 전류프로브를 사용하

여 디지털 오실로스코프(Lecroy, WS452)를 통해 

취득하였다. 그리고 고속 퓨리에 변환(FFT)를 실

시하여, 기본주파수 진폭과 2차 고조파 진폭을 

구하고 캘리브레이션 측정에서 구한 변환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주파수 변위 진폭과 2

차 고조파 변위 진폭을 구하였다. 

       (4)

여기에 파수와 전파거리를 이용하여 식(1)의 절

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반면, PZT 탐촉

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 성분은 탐촉자 자

체의 비선형성이 무시되는 LiNbO3 탐촉자를 이

용하여 측정된 결과와의 차이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탐촉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선형 성분은 표

면 조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표면 조도에 따

른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의 상대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으로 판단된다.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은 Fig. 1(b)와 동일

한 실험구성으로 진행되었으며, 절대 비선형 파

라미터 측정과의 차이점은 전압프로브을 이용하

여 수신 신호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측정된 신호를 FFT하여 기본주파수 진폭과 2차 

고조파 진폭을 구하였으며, 이로부터 식(2)의 상

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측정 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 및 상대 비선형 파

라미터 측정은 각각 3회 반복수행 하였다. 

4. 실험 결과

먼저 Fig. 2는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 결

과를 나타낸다. Fig. 2(a)는 각 시편에서 측정된 

기본주파수 진폭과 2차 고조파 진폭의 크기이며, 

Fig. 2(b)는 수신된 기본주파수 및 2차 고조파 진

폭을 기준 시편의 값으로 정규화(normalizing)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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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xperimental results of relative and absolute ultrasonic nonlinear parameters in (a) rough transmission 

surface and (b) rough reception surface

결과이다. 표면 조도가 증가할수록 수신되는 기

본주파수 진폭과 2차 고조파 진폭이 감소하는 것

을 보여준다. Fig. 2(c)는 이 결과로부터 얻은 상

대 비선형 파라미터이다. 측정 결과는 표면 조도 

1.5 µm이상으로 표면이 거칠어짐에 따라 상대 

비선형 파리미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표면 조도에 따른 절대 비선형 파라

미터 측정 결과이다. Fig. 3(a)는 각 시편에서 캘

리브레이션 기법으로 측정된 변환함수이며, Fig. 

3(b)는 기본주파수 변위 진폭 
과 2차 고조파 

변위 진폭 의 크기를 기준 시편의 값으로 정

규화한 결과이다. 
과 의 변화는 표면 조도 

2.7 µm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표면 조도

가 증가함에 따라 수신되는 기본주파수 진폭 

′
은 2차 고조파 진폭 ′보다 더 많이 감소하

지만, 기본주파수인 5 MHz에서의 변환함수의 크

기가 2차 고조파 주파수인 10 MHz에서의 변환

함수 크기보다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고조파 측정에서 수신된 해당 주파수의 

전류신호와 변환함수의 곱으로 구해지는 기본주

파수 변위 진폭 
과 2차 고조파 변위 진폭 

의 변화량이 표면 조도 2.7 µm까지 거의 동일하

게 나타난 것이며,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표면 

조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c)는 이로부터 구한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측정된 절대 비선형 파라

미터도 표면 조도 2.7 µm까지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하지만 3.2 µm의 표면 조도에서는 2차 

고조파 변위 진폭의 감소량이 기본주파수 변위 

진폭의 감소량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된 절대 비

선형 파라미터는 감소하며, 표면이 지나치게 거

친 경우 기본주파수 및 2차 고조파 진폭의 감소

량에 대한 변환함수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송신면과 수신면에서의 표면 조도의 영향

을 구분하기 위하여 송신면만 거친 경우와 수신

면만 거친 경우의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조

건으로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와 절대 비선형 파

라미터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Fig. 4(a)는 

송신면이 거친 경우 측정된 상대 및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이다. 송신면이 거친 경우 입사신호의 

감쇄에 의해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측정된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와 절대 비선형 파

라미터 값은 변화율이 2% 이내로 기준 시편에서 

측정된 값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Fig. 4(b)의 수신

면이 거친 경우 측정된 상대 및 절대 비선형 파

라미터는 입사되는 신호의 감쇄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기준 시편에서 측정된 상대 비선형 파라미

터 값과의 차이는 20.5%,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값과의 차이는 6.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 수신부의 

표면 조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면 조도가 0.5 µm인 기준시편에서 측정된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값은 10.6으로 선행 연구

로부터 알려진 Al6061-T6 시편의 절대 비선형 파

라미터 값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탐촉자는 PZT 상용 탐촉자로, PZT 자체의 비선

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7,21].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선형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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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인 LiNbO3를 사용하여 기준 시편에서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를 측

정하였으며, 측정된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는 6.2

로 알려진 Al6061-T6 시편의 절대 비선형 파라미

터 값과 유사하다[22]. 따라서 이 차이는 앞서 설

명된 바와 같이 탐촉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선형 

성분 때문으로, 이는 표면 조도와 무관하게 일정

하기 때문에 표면 조도에 의한 초음파 비선형 파

라미터의 상대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음으로 판단된다. 단, 모든 실험에서 LiNbO3

탐촉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표면이 거친 시편

에 LiNbO3을 부착하고 압력을 가하면, 불규칙적

인 표면 형상에 의해 LiNbO3는 깨어져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접촉식 탐촉자를 이용한 초음파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 표면 조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면 조도가 0.5, 1.5, 2.2, 2.7, 

3.2 µm으로 가공된 Al6061-T6시편을 제작하였으

며, 각 시편에서 절대 및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

를 측정함으로써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면 조도가 증가할수록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는 증가하였으나,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는 표면 조도 2.7 µm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

였다. 이는 표면 조도가 단순히 수신 신호의 기

본주파수 진폭과 2차 고조파 진폭의 크기 비율로 

구해지는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는 변환함수에 

의해 수신 신호의 감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

므로 상대 비선형 파라미터보다 표면 조도의 영

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표면 

조도가 너무 거친 경우에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절대 비선형 파라미

터를 측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접촉식 탐촉자를 이용한 초음파 비

선형 파라미터 측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일반 밀링가공 수준의 표면 조도(1.5 µm이

하)를 확보한 후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면 조도가 좀 더 거친 경우에는 

절대 비선형 파라미터 측정이 상대 비선형 파라

미터 측정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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