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trasonic Elastic Constant
Measuring System

MODEL : DR-01-UEMT

초음파 탄성 계수 측정 시스템

본 기기는 20kHz 이상의 초음파를 사용하여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여러가지 재료의 초음파 탄성 계수를 측정하는 초음파 탄성 
계수 측정 장비입니다. 

- 악세사리 -

- 고객센터 -

- 시스템 구성품목 -

TEL : 031-742-9005

FAX : 031-742-0990

E-MAIL : ndt@doorootech.com

본 장비는 20kHz 이상의 초음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재료의 초음파 속도를 
측정합니다. 물질의 겉보기 밀도를 저울로부터 구하고, 본 장비를 사용하여 
초음파의 종파속도 및 횡파 속도를 측정하여 초음파 탄성계수 즉, Young’s 
Modulus, Shear Modulus, Bulk Modulus 및 Poisson’s Ratio를 구하게 됩니다. 

펄스반사법은 초음파가 반사되어 되돌아 
오는 파를 얻어 구하는 방식으로 고체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초음파는 매질을 
통해 진행할 때 에너지로 일부 소모되어 
상쇄(attenuation)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료의 종류, 밀도 및 기공도 등에 따라 
적합한 주파수의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
하여 초음파 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Pulse-Echo Method

How to measure?



-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 소개 -

① OLYMPUS 5073PR PULSER & RECEIVER  

Specification of DR-01-UEMT Ultrasonic Elastic Constant Measuring System

Mode: Pulse-Echo Method (Reflection)

Pulse Repetition Rate (internal): 200-20000Hz(step)

Maximum Bandwidth: 1kHz-75MHz, Voltage Gain: 0-39, 1dB steps

Size: 178mm*89mm*232mm(2.3kg)

② Longitudinal Wave Transducer 

10MHz, 0.125”(6.35mm), 10MHz, 0.25”(8.89mm)

③ Shear Wave Transducer 

5MHz, 0.125(6.35mm), 5MHz, 0.25(8.89mm)

④ Digital Oscilloscope: Lecroy WaveAce222, 200MHz, 2Ch

탐촉자의 파형 종류에 따라서, 종파를 사용
할지 횡파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을 보면서 펄서리시버
의 각 기능을 조정하여 적절한 신호가 화면 
안에 위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의 각 노브를 돌려서 위의 
화면처럼 두개의 파형이 얻어지도록 조절
하고, 적당한 크기의 신호가 얻어지도록 
합니다.

Easy Scope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화면
과 동일한 신호가 얻어지는 소프트웨어로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
이 가능합니다.

Easy Scope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저장한 
파형을 불러와서 해당 시편에 대한 각종 
변수를 입력하여 탄성 계수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측정 결과가 완료가 되고 레포트 기능을 
활성화 화면 위의 화면처럼 자동으로 
초음파 탄성계수가 얻어지게 됩니다.

BNC Selector Pulser & Receiver Ociloscope

Easy Scope Software UEMT Software Report & Res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