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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샘플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해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샘플 복합 재료로부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샘플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
하여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및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샘플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그 다음에 샘플 후면 초음파 신호의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이 결정된다. 다음에, 본 방법 및 시스템은 기준 복합 재료
로부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기준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기준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
계, 및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기준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기준 후면 초음파 신호의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이 결정된다. 본 발명은 부가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
한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의 비율로서 샘플 초음파 신호의 초음파 감쇠를 유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유도된 초음파 감
쇠를 사전에 설정된 감쇠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0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재료, 특히 복합 재료(composite material)의 비파괴 검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해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초음파로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출원은 2000년 7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218,341호 " 초음파를 사용하여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검출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바이고, 상기 미국 가출원 전체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결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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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본 출원은 1999년 6월 30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9/343,920호 " 초음파 레이저 테스팅 방법 및 
장치" 와 관련되고 상기 미국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결합된다. 부가적으로, 본 출원은 Thomas E. Drake에 의
하여 1999년 10월 10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9/416,399호 " 집광 이후 단계에서의 광 증폭을 사용하여 초음
파 표면 변위를 감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와 관련되고 상기 미국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결합된다.

    
최근에, 진보된 복합 구조물이 항공, 자동차, 및 다른 많은 영리 산업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복합 재료는 성능
면에서 현저한 개선을 제공하는 반면, 제조 공정에서 엄격한 품질 제어 절차를 요구한다. 특히, 비파괴 검사(non-des
tructive evaluation; " NDE" ) 방법이 복합 구조물의 구조적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내포물, 박리 및 
기공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그러나, 종래의 NDE 방법은 매우 느리고, 노동집약적이며, 비싸다. 결과적으로, 
테스팅 절차는 불리하게도 복합 구조물과 관련된 제조 비용을 증가시킨다.
    

    
복합 구조물의 구조적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 및 시스템이 제안되어 왔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초음파
를 발생시키고 검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1997년 3월 4일에 Monchalin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 5,608,166호(이
하, " '166 특허" )에 개시되었다. '166 특허는 공작물 상에 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1 변조 펄스형 레이저 빔 및 
초음파를 검출하기 위한 제 2 펄스형 레이저 빔의 사용을 개시한다. 그 다음에 제 2 레이저 빔으로부터 나온 위상 변조
된 광은 공작물의 표면에서의 초음파 파동(ultrasonic motion)을 나타내는 신호를 얻기 위해 복조된다. 이러한 방법과 
관련된 단점은 제 1 펄스형 레이저 빔이 변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섬유 강화 고분자 기지 복합재료(fiber-reinforced polymer-matrix composite material)가 높은 강도 및 낮은 중
량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매우 유리함이 증명되었다. 특히 항공 산업에서, 이러한 재료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
러나, 고분자 기지 복합재료 또한 설치 이전에 박리, 내포물, 및 기공과 같은 결함에 대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기공은 제조 동안 복합물에 형성되는 공백들의 존재이다. 초음파 감쇠의 측정에 의해 기공도 레벨이 측정된다. 초음파 
기술은 복합물의 기공도 레벨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 기술로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2개의 후면 에코(back-wall ech
o)처럼 신호의 서로 다른 2개의 에코를 이용하는 자기 참조(self-referencing)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
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겨우 하나의 에코가 관측될 정도로 기공도가 높기 때문이다. 기공도 측정은 단지 하나의 에
코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박리 및 내포물과 달리, 기공에 대한 초음파 응답은 주파수 및 진폭 종속적이다. 이러한 특
성은 각각의 초음파 시스템이 주어진 기공도 레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응답을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초음파 
시스템는 특정 기공도 레벨과 관련하여 보정되어야 한다.
    

    
기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 가지 상이한 기술들, 즉, 반사 통과 전송 초음파(reflected through transmission ultra
sound; RTTU) 및 통과 전송 초음파(through transmission ultrasound; TTU) 기술이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샘플을 통과하여 전파되는 초음파의 진폭을 기준 샘플을 통과하여 전파되는 초음파의 진폭과 비교한다. 사용되는 초음
파 에코는 RTTU 기술의 경우 강철 또는 유리판으로부터 반사되는 것이다. 도 1은 이러한 동작을 도시한다. 대안적으
로, TTU 기술의 경우, 초음파 에코는 압전 에미터로부터 직접 나오는 에코이다. 도 2는 TTU 기술을 도시한다.
    

    
불행히도, 이러한 기술들은 물과 같은 초음파 커플런트(ultrasonic couplant)를 요구하고 각각의 복합 패널의 양 측면
에서 액세싱해야 한다. 물/복합물 인터페이스에서 초음파 굴절은 압전 에미터가 샘플 표면에 수직이 아닐 때 초음파의 
방향을 변화시킨다. 기공도는 샘플 표면 위의 모든 지점들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초음파 시스템은 초음파 측정의 빈틈
없는 격자(grid)를 형성하기 위하여 샘플 표면 위의 몇 군데 위치에서 이동되어야 한다. 격자 간격은 임계적인 기공 결
함의 크기보다 더 작아야 한다. 상태(normalcy) 요구조건으로 인하여 곡면을 갖는 샘플 스캐닝은 비싸고 느려진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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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폐쇄된 상자처럼 복합 부품의 두 측면에 액세싱할 수 없을 때 상기 부품에 대한 기공도 평가는 단지 이러한 기술
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물 또는 유사한 커플런트를 요구하거나 복합 재료의 양측면에 액세싱해야 한다는 문제를 포함한 전술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는, 복합 재료 기공도 측정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더욱이, 펄스형 레이저 빔을 변조시킬 필요가 없거나 '166 특허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없는, 복합 재료 
기공도 측정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해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 개발된 초음파 시스템 및 방법과 관련된 단점 및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본 발명은 레이저 초음파와 같은 초음파 기술로써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측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본 발명
에 따른 방법은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할 것을 요구한다. 본 방법 및 시스템은 샘플 재료 후면 에코(ba
ck-wall echo)의 진폭을 기준 샘플의 후면 에코의 진폭과 비교함으로서 기공도와 상관된 초음파 감쇠를 평가한다. 본 
방법 및 시스템은 부가하여 기공도와 무관한 현상에 의해 유발된 진폭 변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준 에코(레이저 초음
파에 대해서는, 표면 에코)에 따라 신호 진폭을 정규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샘플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하여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초음
파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방법은 샘플 복합 재료로부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샘플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및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샘플 후면 에
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샘플 후면 초음파 신호의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이 결정된다. 다음에, 
본 방법 및 시스템은 기준 복합 재료로부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기준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기준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및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기준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기준 후면 초음파 신호의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이 결정된다. 본 발명은 부가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의 비율로서 샘플 초음파 신호의 초음파 감쇠를 유도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유도된 초음파 감쇠를 사전에 설정된 감쇠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복합 재료의 후면 에코 진폭을 사용하고 상기 복합 재료의 후면 에코 진폭을 기준 복합 재료로
부터 측정된 후면 에코 진폭과 비교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기공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효과에 의해 유발된 진
폭 변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준 에코(레이저 초음파의 경우에는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모든 초음파 신호(기준 샘플 
에코 포함)를 정규화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기술적 특징은 후면 에코의 포지션의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초음파 트레이스(trace)의 공간적 
평균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윈도윙 기술(windowing techniques)을 사용하여 샘플 후면 에코 및 기준 후면 
에코의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2개의 스펙트럼의 비율은 주파수의 함수로서 초음파 
감쇠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검사되는 재료에 대하여 이전에 형성된 기준과 관련하여, 또는 기공도 레벨과 상관되는 초
음파 감쇠의 주파수 종속성을 사용하여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어진 주파수에서 초음파 감쇠를 사용한다.
    

본 발명 및 본 발명의 이점을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첨부 도면 및 이하의 설명을 참조하고, 첨부 도면에서 동일
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특징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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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는 종래 방법을 나타낸다.

도 3은 발생 레이저 빔 및 그와 동축인 검출 레이저 빔의 사용을 도시한다.

도 4는 초음파 레이저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을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5는 저기공도 복합물로부터 얻은 초음파 신호 및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의 복합물로부터 얻은 초음파 신호를 보여준
다.

도 6은 표면 에코를 사용한 레이저 초음파 신호 정규화의 예시를 나타낸다.

도 7은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의 복합물에서의 후면 에코의 도착 시간을 식별하기 위한 공간적 평균화의 결과를 나타낸
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복합 재료에 대한 후면 에코의 분리를 나타낸다.

도 9는 기준 후면 에코의 주파수 스펙트럼 및 도 8의 샘플 후면 에코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기공도 측정을 하기 위하여 초음파 감쇠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보여준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3 내지 도 10에 도시되어 있고, 동일한 참조 번호는 여러 도면에서 동일하고 대응되는 
부분에 사용된다.

도 3은 발생 레이저 빔(14) 및 동축인 원격 타겟(20) 상의 검출 레이저 빔(16)을 나타내는 입사 레이저 빔(12)을 포
함하는 초음파 배치(10)를 도시한다. 발생 레이저 빔(14)은 초음파 표면 변형의 형태로 타겟(20)의 열탄성 팽창을 일
으키고, 초음파 표면 변형은 검출 레이저 빔(16)을 변조, 산란 및 반사시키며, 이것은 타겟(20)으로부터 나와 지향된 
위상 변조된 광(18)에 의해 표현된다.

    
도 4는 초음파 레이저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21)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을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도시한다. 
장치(21)는 발생 레이저(22), 검출 레이저(24), 간섭계(26), 선택적인 광 프로세서(28), 광학 스캐너(30), 집광장치
(31), 시스템 제어기(32), 및 데이터 획득 및 프로세싱 장치(34)를 포함한다. 발생 레이저(22) 및 검출 레이저(24)
는 각각 발생 레이저 빔(14) 및 검출 레이저 빔(16)을 발생시키고, 상기 레이저 빔들은 전형적으로 복합 재료로 되어 
있는 타겟(20) 상으로 광학 스캐너(30)에 의해 지향된다. 발생 레이저(22)는 타겟(20)의 표면에 수직하여 상기 재료
에 압축 초음파를 생성한다. 압축 초음파는 복합 재료가 발생 레이저 빔(14)을 흡수할 때 복합 재료가 열탄성 팽창한 
결과이다.
    

발생 레이저(22)는 타겟 재료의 애블레이션(ablation) 또는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타겟(20)의 표면 안으로 쉽게 
흡수되는 주파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초음파 표면 변형을 유도하기에 적절한 펄스 지속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를 들어, 횡여기대기(transverse-excited atmospheric; " TEA" ) CO 2 레이저가 100 나노세컨드 펄스에 대하여 10.
6 미크론 파장 빔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레이저의 전력은 예를 들어, 타겟에 0.25 줄(joule) 펄스를 전달
하기에 충분해야 하고, 이것은 400 Hz 펄스 반복도에서 동작하는 100 와트 레이저를 요구할 수 있다. 발생 레이저는 
타겟 표면 안으로 열로서 흡수되어야 하고 애블레이션이 없는 열탄성 팽창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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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레이저(24)는 초음파 표면 변위를 일으키지 않기에 충분한 펄스 지속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Nd:YAG 
레이저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레이저의 전력은 예를 들어 100 밀리줄, 100 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전달하기에 충
분하여야 하고, 이것은 1 킬로와트 레이저를 요구할 수 있다.

    
본 발명이 부분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2000년 9월 19일자로 Thomas E. Drake, Jr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 6,1
22,060호 " 집광 이후 단계에서의 광 증폭을 사용하여 초음파 표면 변위를 감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이하 " 드레
이크 특허" )는 타겟의 표면 상의 초음파 표면 변위를 검출하기 위하여 제 1 펄스형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검출 레이
저를 포함하는 전술된 시스템을 부가하여 설명한다. 집광 장치는 타겟에 의하여 반사되거나 산란된, 제 1 펄스형 레이
저 빔으로부터 나온 위상 변조된 광을 수집한다. 광 증폭기는 집광장치에 의하여 수집된 위상 변조된 광을 증폭한다. 간
섭계는 위상 변조된 광을 프로세싱하고 적어도 하나의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프로세서는 타겟에서의 초음파 표면 변위
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출력 신호를 프로세싱한다. 본 발명은 드레이크 특허와 관련하여 개
발되었고 그러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드레이크 특허에 기재된 기술 정보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결합된
다.
    

본 발명은 복합 부품의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단지 후면 에코를 사용하여 초음파 감쇠를 측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단지 샘플의 일 측면에만 액세싱할 것을 요구하는 초음파 기술에 유용하다. 제 1 단계는 초음파를 획득하는 것이다. 도 
5A은 낮은 기공도를 갖는 복합물에서 레이저 초음파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초음파 신호를 나타내고, 도 5B는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를 갖는 복합물에서 얻어지는 초음파 신호를 나타낸다.

    
초음파 감쇠 측정에 대한 일정한 특징은 기공도 평가에 대한 주지 기술이다. 고체 상태 재료 특성에 대한 초음파 감쇠를 
사용하는 초음파 감쇠 평가 및 주파수 함수로서 감쇠를 계산하기 위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공지된 기술은 작은 초음파 감쇠 변동을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은 단지 샘플의 한 
쪽 측면으로부터 수행되나, 물 결합이 요구되고 샘플들은 윤이 나는 표면을 가져야 한다.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초
음파 감쇠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TTU 기술 또는 RTTU 기술이 사용된다. 두 가지 방법은 감쇠를 평가하기 위
하여 2 개의 후면 에코의 비를 사용한다.
    

    
도 5A는 저기공도 복합물로부터 나온 초음파 신호를, 도 5B는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의 복합물로부터 나온 초음파 신
호를 보여준다. 하나의 후면 에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어려움은 측정된 신호의 진폭이 기공도가 아닌 다른 요
소에 의해 영향받으면 기공도 측정은 거짓 판독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음파 신호는 소정의 방식으로 정규화되
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공도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 초음파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레이저 초음파의 경
우, 이러한 에코는 표면 에코로 불리운다. 이러한 에코는 열적 팽창에 의해 형성된 표면 변위에 의해 생성된다. 표면 에
코는 초음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균질 재료에서의 초음파 발생 및 검출 시스템의 평탄한 주파수 응답을 가정하면 
표면 에코는 검출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광의 양 및 발생 메커니즘의 효율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완
벽하게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표면에 의한 정규화는 제 1 근사치로 반사율의 변동과 발생의 변동 및 측정 입사각의 변
동에 대한 양호한 수정을 제공한다. 도 6은 표면 에코를 사용한 레이저 초음파 신호 정규화의 예시를 보여준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스에서의 다음 단계는 후면 에코의 도착 시간을 식별하는 것이다. 도 5A에서, 제 1 후면 에코가 
용이하게 식별된다. 반면 도 5B의 경우에는 후면 에코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후면 에코의 정확한 시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초음파 신호는 기공 결함 상에서 후방산란(backscattering)에 의해 야기되는 의사(spurious) 에코를 제거하
기 위하여 공간적 평균화될 수 있다. 주어진 포지션에서 공간적으로 평균화된 신호는 각각의 시간에 대해 인접 포지션
에 있는 신호들의 값을 평균화함으로써 획득된다. 예를 들어, 포지션 (50, 50)에서 공간 평균화된 신호는 5x5 커널(k
ernel)이 사용된다면 포지션 (48, 48)와 포지션 (52, 52) 사이의 초음파 신호들을 각각의 시간 값에 대하여 평균화함
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공간적 평균화는 단지 후면 에코의 시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공간적 평균화된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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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에코 도착 시간은 샘플 두께가 변화하는 경우에 후면 에코를 정확히 윈도윙(widow)하기 위하여 비평균화된 신호 
상에서 사용된다.
    

    
도 7A 및 도 7B는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의 복합물에서의 후면 에코 도착 시간을 식별하기 위한 공간적 평균화의 결과
를 나타낸다. 특히, 도 7A는 공간적 평균화를 하지 않은 초음파 신호를 나타내는 반면, 도 7B는 9x9 커널의 공간적 평
균화를 사용한 동일한 포지션에서의 초음파를 도시한다. 이 경우 후면 에코의 도착 시간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에코는 
신호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에코는 윈도윙 기술을 사용하여 분리된다. 주어진 재료 및 수신된 신호
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윈도윙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후면 에코의 분리를 보여준다. 윈도우 포지션은 결정된 시간 윈도우 내부에 있는 도 7B의 분석적 
신호의 최대값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고 그 결과 표면 에코는 간섭하지 않는다. 특히, 도 8은 고전적인 윈도윙 기술을 
사용하여 후면 에코를 나머지 신호로부터 분리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후면 에코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계산된
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주파수 스펙트럼이 기준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하여 분할된다. 기준 신호는 현재 분석되는 
신호에 대하여 이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경험적 절차 및 동일한 신호 프로세싱 단계를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기준 
신호는 매우 낮은 기공도를 가진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현재 테스팅되는 샘플과 동일한 두께를 갖는 본래 샘플로부
터 얻어진다.
    

도 9는 기준 에코 및 도 8의 후면 에코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도 9에서, 기준 에코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실선
(40)으로 표시되고 도 6에 도시된 에코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점선(42)로서 표시된다. 2개의 스펙트럼의 비율은 주파
수 함수로서 초음파 감쇠를 제공한다.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어진 주파수에서의 초음파 감쇠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과 비교될 수 있거나 또는 감쇠의 주파수 종속성이 사용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기공도 측정을 위한 초음파 감쇠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단계들을 보여준다. 도 10
은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프로세스에 대한 흐름도(50)를 나타낸다. 블록(52)를 살펴보면, 
본 발명은 복합 재료로부터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기준 복합 재료 및 샘플 복합 재료 둘 
다에 대하여 수행된다. 그 다음에, 본 발명은 블록(54)에서 각기 재료의 표면 에코 진폭과 관련하여 각각의 이러한 신
호 측정값들을 정규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블록(56)은 정규화된 초음파 신호 둘 다에 대하여 후면 에코를 결정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블록(58)에서, 프로세스는 계속하여 각각의 정규화되고 측정된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단계를 통과한다. 블록(60)은 정규화된 기준 후면 에코의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
할하는 프로세스 단계를 가리킨다. 이것은 블록(6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어진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감쇠 측정 또는 감쇠 주파수의 종속성을 사용한다.
    

도 10의 프로세스는 컴퓨터 및 관련 초음파 감지 시스템, 예를 들어, 도 1과 도 2에 도시된 시스템 및 드레이크 특허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명령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데
이터 기억 장치를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기재된 프로세스를 수행할 조정 능력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상세히 설명되었으나, 이하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변
형예, 대체예 및 변경예가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 7 -



공개특허 특2003-0015389

 
샘플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해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porosity)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법으
로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로부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샘플 후면 에코 신호(sample back-wall echo signal)를 분리하는 단계;

상기 샘플 후면 초음파 신호의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단계;

기준 복합 재료로부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기준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

상기 기준 후면 초음파 신호의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단계;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상기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상기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의 비율로서 상기 샘
플 초음파 신호의 초음파 감쇠를 유도하는 단계; 및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유도된 초음파 감쇠를 사전에 설정된 감쇠 기준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레이저 초음파 신호 발생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의 복합물에서 후면 에코의 도착 시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공간적으로 
평균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윈도윙 프로세스(windowing process)를 사용하여 상기 샘플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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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종속성(frequency dependency) 기준과 관련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들로 상기 샘플 복합 재
료의 기공도를 평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에 의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제 1 펄스형 레이저 빔으로부터 위상 변조된 광을 수집하여 레이저 
초음파 신호로서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부가적으로 광 증폭기를 사용하여 집광장치에 의해 수집
된 상기 위상 변조된 광을 증폭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8.

샘플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해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로부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명령;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기 위한 명령;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샘플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기 위한 명령;

상기 샘플 후면 초음파 신호의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기 위한 명령;

기준 복합 재료로부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명령;

상기 기준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기 위한 명령;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기준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기 위한 명령;

상기 기준 후면 초음파 신호의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기 위한 명령;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상기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상기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의 비율로서 상기 샘
플 초음파 신호의 초음파 감쇠를 유도하기 위한 명령; 및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유도된 초음파 감쇠를 사전에 설정된 감쇠 기준과 비교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측정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레이저 초음파 신호 발생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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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의 복합물에서 후면 에코의 도착 시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공간적으로 
평균화하기 위한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시스템.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윈도윙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상기 샘플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기 위한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시스템.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종속성 기준과 관련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들로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
한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시스템.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기 위한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측정 시스템.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에 의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제 1 펄스형 레이저 빔으로부터 위상 변조된 광을 수집하여 레이저 
초음파 신호로서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명령 및 부가적으로 광 증폭기를 사용하여 집광장치에 의해 
수집된 상기 위상 변조된 광을 증폭시키기 위한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시스템.

청구항 15.

샘플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해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타겟(target) 상의 초음파 표면 변위(ultrasonic surface displacement)들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타겟에 초음파 표면 변위들을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타겟에서 상기 초음파 표면 변위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제 1 펄스형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 단계;

상기 타겟에 의하여 산란되는 상기 제 1 펄스형 레이저 빔으로부터 위상 변조된 광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위상 변조된 광이 수집된 이후에 상기 위상 변조된 광을 광학적으로 증폭시키는 단계;

수집된 상기 위상 변조된 광의 전파 경로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광 분리 어셈블리(optical isolation assembly)를 
사용하여 광 증폭기 안으로 반사된 위상 변조된 광이 피드백하는 것을 막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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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에서 상기 초음파 표면 변위들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상기 위상 변조된 광을 프로세싱하는 단계; 
및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단지 일 측면에만 액세싱함에 의해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로부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샘플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

상기 샘플 후면 초음파 신호의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단계;

기준 복합 재료로부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기준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로부터 기준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

상기 기준 후면 초음파 신호의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단계;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상기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상기 샘플 주파수 스펙트럼의 비율로서 상기 샘
플 초음파 신호의 초음파 감쇠를 유도하는 단계; 및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유도된 초음파 감쇠를 사전에 설정된 감쇠 기준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측정 단계를 포함하는 초음파 표면 변위 검출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레이저 초음파 신호 발생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표면 변위 검출 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중간 내지 높은 기공도의 복합물에서 후면 에코의 도착 시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공간적으로 
평균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표면 변위 검출 방법.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윈도윙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상기 샘플 후면 에코 신호를 분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표
면 변위 검출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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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종속성 기준과 관련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들로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기공도를 평가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표면 변위 검출 방법.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 복합 재료의 표면 에코와 관련하여 상기 샘플 초음파 신호를 정규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표면 변위 검출 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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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도면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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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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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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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도면 9

 - 16 -



공개특허 특2003-0015389

 
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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