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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접부 디지털 방사선 적용시험

용접시험편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투과영상을 필름의 

아날로그 영상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 취득에 사용된 장치

는 그림 11의 CMOS 픽셀 크기가 83㎛인 평판검출기(Flat panel sensor)와 고해

상도의 모니터, 그리고 컴퓨터로 구성된 디지털 방사선 영상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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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방사선의 개요

2.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의 원리 및 장점

3. 디지털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4. 용접부 디지털 방사선 적용 시험

5. 가스터빈 버킷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

6. 결 론

(제 2 회)

그림 11. 디지털 방사선 영상시스템

(a) CMOS flat panel (b) High resolution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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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에 사용된 용접시험편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그림 12의 화력발전소 재열

증기 배관(Reheat steam pipe)을 200×200㎜의 크기로 

절단한 후 용접 Bead에 방전가공으로 깊이가 각 0.5㎜, 

1㎜, 2㎜, 3㎜이고, 길이가 1㎜, 2㎜, 3㎜, 5㎜, 10㎜의 

결함을 가공하였다. 그림 12의 (b) 보일러튜브 시험편 용

접부에는 결함 깊이가 0.5㎜이고, 길이가 1㎜, 2㎜, 3㎜

인 선형결함과 직경 1㎜, 2㎜이고, 깊이 1㎜, 2㎜, 3㎜

의 원형결함을 가공하였다.

평판용접시험편은 그림 13과 같이 미국 Flowtech사

에서 제작한 시험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방사선투과시험의 투과영상 평가를 위한 기

준시험편으로 기존 필름을 이용한 방사선투과시험에서 

투과영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과도계

와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 평가를 위하여 라인페어게

이지(Line Pair Gauge)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나. 방사선투과영상 취득시험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은 그림 14의 (a)와 같이 평

판검출기(Flat panel sensor) 위에 용접시험편을 올려

놓고, X-ray를 노출시켜 그림 14와 같은 투과영상을 

획득하였다. 시험조건은 SSD(Focal spot to sensor 

distance)를 650㎜로 유지하고, 방사선은 전압 160㎸, 

전류 1㎃의 X-ray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시험에 앞서 

디지털 영상시스템의 정밀도 확인을 위해 용접부에 

Line pair gauge를 배치하여 촬영한 결과 투과영상에

(a) 재열증기배관(Reheat steam pipe)  (b) 보일러튜브

그림 12. 방사선투과시험에 사용된 용접시험편

그림 13. 평판용접시험편

그림 14. 방사선투과영상 기준시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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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3 Line pair까지 구분할 수 있어 센서의 정밀도가 

83㎛임을 확인하였다. 재열증기 배관 용접시험편의 선

형결함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깊이 0.5

㎜, 1㎜, 2㎜, 3㎜의 모든 결함에 대해서도 검출을 할 

수 있었다. 보일러튜브 시험편에서도 깊이가 0.5㎜이

고, 길이가 1㎜의 선형결함을 검출할 수 있었으며, 원

형결함도 깊이 0.5㎜, 1㎜, 2㎜, 직경 1㎜, 2㎜의 결함 

모두 검출되었다.

시험편 재 질 치 수(mm)

재열증기배관 A335-P12 ￠710×t 20

과열기튜브 TP-347H-T11 ￠51×t 8   

재열기튜브 2.25Cr1Mo ￠61×t 6

평판용접시험편 Carbon steel 10t~18t

표 1. 용접시험편 사양

필름을 이용한 방사선투과시험은 고해상도 필름인 

AGFA사의 D5를 사용하였으며, 시험방법은 그림 15의 

(b)와 같이 필름과 X-ray 시험기 초점과의 거리를 650

㎜로 설정하여 시험하였다. 재열증기배관 용접시험편

을 촬영한 투과영상을 판독한 결과 깊이 0.5㎜인 선형

결함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깊이 1㎜ 이상의 결함들은 

모두 검출되었다. 보일러튜브 용접부는 결함이 선원 측

에 존재할 경우 깊이 0.5㎜, 1㎜의 결함은 검출되지 않았

으며, 결함이 필름 측에 존재할 경우는 깊이 1㎜ 이상

의 결함만 검출되었다. 

다. 방사선투과영상 비교분석

방사선투과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농도(Den 

sity), 대조도(Contrast), 그리고 투과도계 식별도(Resolu 

tion)를 들 수 있다. 농도는 영상의 검고 흰 흑화도를 말

하고, 대조도는 명암의 차를 나타내며, 투과도계 식별도

는 투과영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나타낸다. 

농도는 촬영 시나 현상 중에 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

에 디지털 영상과 아날로그 영상의 비교 시 평가인자로 

적합하지가 않다. 또 대조도는 투과영상에서 측정을 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 인자로 활용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투과시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투과도계 식별도 위주로 비교평가하였고, 용접부에 

가공한 인공결함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 비교하였다.

투과도계식별도는 앞 페이지의 그림 14와 같이 가는 

철선이 있는 투과도계를 시험편과 함께 촬영을 한 후 투

과영상에서 영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투과도계 최소선 지

(a) 디지털 방사선 영상 취득시험 (b) 아날로그 영상 취득시험

그림 15. 방사선투과영상 취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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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시험재료의 투과두께로 나누어 백분율로 한 수치

다. 디지털 방사선과 기존의 방법으로 취득한 영상을 비

교하여 표 2로 나타내었다.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에서 

필름에 나타난 투과도계 식별선보다 더욱 미세한 식별선

을 검출할 수 있었고, 식별도가 우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검출능 비교

단벽투과영상(Single wall single image)으로 취득

한 Reheat pipe 용접시험편 시험편에서 디지털 방사선

투과시험에서는 깊이 0.5㎜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었

으나, 필름에서는 깊이 1.0㎜ 이상의 결함만 검출할 수 

있었다. 이중벽투과영상(Double wall double image)으

로 취득한 보일러튜브 시험의 영상에서는 디지털 방사

선 투과영상은 필름 측에서는 0.5㎜, 선원 측에서는 1

㎜ 깊이의 선형결함을 검출할 수 있었다. 필름에서는 

필름 측 방향에 결함이 존재할 경우 깊이 1㎜의 선형결

함이 검출되었고, 선원 측의 방향으로 결함이 존재할 

경우는 깊이 0.5㎜와 1㎜의 결함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에 공간 형태를 가지는 결함 검출시험에서는 직경

이 1㎜이고, 깊이가 0.5㎜인 원형결함에 대해서 디지

털 방사선과 필름의 영상 모두에서 검출할 수 있었다. 

이는 미소균열 형태의 결함은 방사선의 선원과 수직이 

아닐 경우 영상이 확산되어 흐려지는 것에 비해 원형결

함은 선원과 수직이 아니어도 공간을 형성함으로서 검

출이 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7에서는 평판 용접시험편에 대한 디지털 

영상과 아날로그 영상에서 영상의 차이를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방법 간의 비교 결과 

(a) 깊이 0.5㎜ 선형결함

(b) 깊이 2㎜ 선형결함

(c) 보일러튜브 원형결함

그림 16. 투과영상시험에서 취득한 배관 용접부 

디지털 방사선 영상 

시 험 편 두께

디지털 영상 아날로그 영상

식별선
지름

식별도
식별선
지름

식별도

재열증기배관 20㎜ 0.20㎜ 1.0% 0.20㎜ 1.0%

과열기튜브 8㎜ 0.125㎜ 0.8% 0.16㎜ 1.0%

재열기튜브 6㎜ 0.125㎜ 1.0% 0.16㎜ 1.3%

평판용접시험편 10㎜ 0.125㎜ 1.3% 0.16㎜ 1.6%

평판용접시험편 15㎜ 0.16㎜ 1.1% 0.20㎜ 1.3%

표 2. 투과영상시험 결과 투과도계 식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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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complete groove defect image

디지털 방사선 영상 아날로그 필름 영상

(b) Weld spatter defect image

(a) Incomplete groove defect image

(b) Weld spatter defect image

(c) Incomplete penetration defect image

(d) Single gas pore defect image

그림 17. 평판 용접시험편의 디지털 방사선과 아날로그 영상과의 비교

(c) Incomplete penetration defect image

(d) Single gas pore defec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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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이 필름의 영상에 

비해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

는 필름을 사용한 방법은 검사 시 방사선의 적절한 노

출과 필름 현상 조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투과영상의 품질이 저하되는데 비해, 디지털 방사선은 

방사선의 노출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투과영상의 히스

토그램을 조절하여 양호한 영상품질로 개선시킬 수 있

었다. 또한 필름을 현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질을 저하

시키는 공정이 없고, 검사체의 두께가 변화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농도범위(Dynamic density rangy)를 조절함

으로서 부위별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었다. 

마. 용접시편 방사선 영상의 비교

평판용접시험편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과 아

날로그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그 영상을 육안으

로 비교하였다. 

5. 가스터빈 버킷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

 

가스터빈은 고온에서 운전되며, 고온으로 인한 버킷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버킷 내부에 냉각홀(Cooling 

Air Hole)이 가공되어 있는데, 본 시험에서는 버킷 내

부 냉각홀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하였다. 

 

가. 시험편 제작

가스터빈 날개부(Airfoil부) 냉각홀에 인공결함 제작

을 위하여 그림 18과 같이 버킷의 날개부를 절단하고 

분할하여 인공결함을 가공하였으며, 결함의 크기는 길

이가 5㎜이고, 결함 깊이가 0.1~3.0㎜ 범위의 결함 10

개소를 가공하였다.

 (a) 날개부 절단 (b) 날개부 분리 

(c) 시험편 A

Cutting line

(d) 시험편 B

Artificial Defect

그림 18. 가스터빈 버킷 내부에 인공결함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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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은 그림 19(a)와 같이 CMOS 

Flat Panel Sensor 위에 Bucket을 올려놓고 X-ray를 

조사하여 그림 19(b)와 같은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을 

획득하였다. 

다.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가스터빈 버킷의 냉각홀 주변 결함 검출은 주로 내시

경에 의한 육안검사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세 결함의 검

출은 불가능하여 검사 신뢰도가 낮아 개선이 요구되는 

방법이다. 

이번에 버킷 냉각홀의 결함검출을 위하여 적용한 디

지털 방사선투과시험에서 깊이가 0.1㎜인 미소결함까

지도 검출할 수 있어 기존에 적용해온 내시경검사보다 

신뢰도가 높은 검사법임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 기술은 영상 보관의 편리성

과 비용 절감, 그리고 투과영상의 개선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을 위주로 급속히 전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의 비파괴검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법인 필름에 의

한 방사선투과검사와 결함의 검출능을 비교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디지털 방사선투과 영상은 기존 필름으로 촬영

된 영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미소한 결함도 검출할 수 

있었으며, 방사선 투과검사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는 투

과도계 식별도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디지털 방사선 센서 입자의 크기가 더욱 미

세화되고, 디지털 영상을 히스토그램에 의해 최적의 영

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필름에 의해 촬영된 영상

보다 우수한 영상품질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

존 내시경검사로 수행하였던 가스터빈 버킷에 대해 적용

한 결과 냉각홀 내부에 0.1㎜ 깊이의 결함까지도 검출할 

수 있어 검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번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 기술이 국내 

전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9. 가스터빈 버킷 디지털 방사선 영상취득 
시험과 버킷 냉각홀 투과영상

(a) 시험편 A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

(b) 시험편 B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

그림 20. 가스터빈 버킷 시험편에서 인공결함 취득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

Artificial De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