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제 출 문

한국 원자력 연구소 소장 귀하

본 보고서률 ” 원자력시설에셔의 광섬유 용용 기솔 개발 ” 에 관한

연구의 연말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89 년 12 월

연구책임자 이종민

연 구 원 이용법

검웅기

김숭호

김창회

횡석용

김병수

손석원

감수위원 박석준



,. ‘ 요 0 1: - ‘ 투포.-, ‘: l.!:..;; 、

‘•. ‘

1. 제 목 -,
‘

현자력시설에서의 팡섬유 웅용 기술 개발

II. 연구의 목척 빛 중요성

‘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시설에서의 팡섬유 용용 .기슐 개발올 북척으로

방사선에 의한 팡섬유 -손실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였으며，

광섬유 ( Image. Fiber ).룰 이용한 원격관측 및 영상처리 시스템율 개벌

하였고， 영상처리가술올 용용하여 ,차용후 핵연료봉의 x-선 투과상을

분석하였고， 또한 레이처범 진단시스템올 개발하였다.

’ 광섬유는 무유도성，- 광대역성， 저손실 등의 특성율 지니고 있으므로

풍신션로로‘ 광범휘하게 사용되는 외에 내환겸성 t 내구성 똥이 우‘수하여

회근 광섬유 용용 기술 발달과 함께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 폐기물 쳐리

시셜과 같은 극한 작업 환경에서의 광섬유 응용이 계속 ’-층가하고 있는

추셰이다. 특히 광섬유는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의

영향올 받지 않으므로 발전시설에서의 팡섬유사용은 필수척이다.

방사선은 팡섬유의 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자력 발컨소나， 방사선

·시절에서의 ，활용을 위해 광섬유 특성 연구가 반드시 훨요하다.

’‘ 、광섬유에 의한 영상천송은 광섬유외 휩 특성 때문에 사람의 눈이나，

카메라 둥이 칙첩척‘흐로 접곤하기 어려운 곳의 영상올 얻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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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고압， 방사선시설과. 같은 극한 환경에셔 원척 환혹 빛 검사롤

수행하여 착업자의 안천과 착업의 신뢰성올 높일 수 있다. 또한 영상

처리기술운 사용후 핵연료봉애 대한 x-선 투과상 분석， 레이져범 진단

뿐만 아니라 로보트 시각기술 등 용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기솔의

개발온 필수척이다.

III. 연구의 내용 빛 범위

방사선에 의한 광섬유의 천송손질 특성 연구로써 국내 4개 회사에셔

제조훤 광섬유와 외국에셔 제조된 순수 실리카코아 광섬유에 대하여

옐충성자 조사에 따른 광섬유의 모드별， 재철벌， 광따장혈 전송손실올

확정하고 결과톨 분석하였으며， 광섬유 다발율 이용한 원격

환혹 빛 영상처러 시스템올 개발하여 원격으로 배환 내부의 영상올

관혹 빚 검사하였으며， 천송훤 영상으로부터 영상 정보의 개선， 영상

청보의 분석， 영상의 분할 및 인식 등의 영상처리촬 수행하였다.

또한， 명상처리기술올용용하여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루과장율 분석

하고 레이져범울 분석할 수 있는 레이저범 진단시스탬율 개발하였다.

IV. 연구결과 빛 활용에 대한 건의

혈충성자효과 혹정셀험에 사용된 광섬유는 국내 4 개 회사에서 제초된

팡섬유와 외국에서 제조된 팡섬유이다. 열중성자는 광섬유 구정 폴젤과

반융하여 이차 이용확 방사선올 발생시킨다. 발생된 방사선은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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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내에 칼라 센터를 생성시켜 전송 손실올 증가시킨다. 설험 결과

광섬유 코아에 도우펌된 P, Ge , 8의 영향으로 다중모드 광섬유의 손실이

단일모드 광섬유보다 코게 나타났으며， 방사선에 민강한 팡파장 0.85μm

에서의 손설이 1.3μm에셔의 손실보다 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충

성차 차뼈성이 우수한 코팅 재철올 가진 광섬유가 손셀이 더 착았다.

열충성자 효과 실험 결과 원자력시설의 공간선량 분포로 보아 DAS 등의

고촉대용량 데아타천송올 광섬유로 설현할 수 있으며 피북과 코아재철율

보강함으로써 공간선량이 높운 구역에서도 활용훨 수 있올 것으로 사료

된다.

지난해에 수행한 감마선 효과 연구에 이어서 중성자효과률 연구함으로

써 원자력시설에셔 광섬유툴 활용하기 위한 방사선 효과 측정 실험올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장차 방사선 구역에서 광통신시스템， 광섬유

센셔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Image Fiber를 이용한 원격관측 빛 영상처리 시스템은 원자력시설에

다수 존재하는 제한된 작업환경 또는 극한 환경에셔 사람의 눈이나 일반

척인 광학척인 방법으로 관측이 어려운 곳의 영상올 얻올 뿔만 아니라

영상처리기술올 이용하여 화질을 개선함으로써 신뢰성 었는 관륙이 이루

어지도록 개발되었다. 본 시스템은 로보트 등의 자동화 기솔과 함께

원자력시설에서 증기발생기 전혈관 검사， 열교환기 내부검사， 핵연료용

용첩부 검사 등에 활용훨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처리기술용 용용하여 개발펀 원자력 레이저법 진단시스템운

각종 레이저의 법에 대한 공간분포를 관찰 및 분석할 수 있어 레이저

개발 빛 용용 분야 발전에 콘 도품이 되리라 사료되며， PI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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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로 개발된 핵연료에 대한 x-선 투과상 분석시스템윤 기존 육안검사

에 의폰하던 핵연료 분석을 영상처리끼술율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의

단축과 아올러 청확한 분석올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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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Title

Application Technology for Optical Fiber in Nuclear Faciliti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study the radiation effects

on optical fiber , to develop remote inspection and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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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ness , 뻐d Ii링It weight characteristics. Moreover, optical

fib~r. prevents electronic signals from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occurring in power plants. ‘ Howeve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one major problem in applying the optic~l fiber to radiation

environment is to produce ‘color centers in optical materials due

to nuclear radiation. These centers cause to increas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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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by absorbing propagating light. Hence , the ra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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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ptical fiber should be investigated.

Remote inspection mechanism and image processing system obtain

images remotely and enhance the images by a computer simulation.

This instrument can observe the inside surfaces of bent or

long-strai 앙\t pipes in hostile environments (hi힐1 temperature , hi방l

pressurκ radiation environments , etc.). Image processing technique

is applied to X-ray radiography analysis of irradiated fuel rod ,

laser beam diagnostic system, robot vision system, etc.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mechanism of thermal neutron effect in optical transmittance

was studied. The studies were carried out for single mode ,

multimode , and pure silica core fibers at the wavelength of 0.85 μm

and 1.3μm ， under thermal neutron irradiation. Remote observation

mecbanism 삐ld image processing system were developed. η‘e images

transmitted through the optical fiber were improved by a software.

Image processing techniques (image enhancement, image digitization ,

image analysis , edge detection , image recognition , etc.) were

reviewed. And , using image processing techniques , X-ray

radiography analysis 찌as performed for irradiated fuel ~패 , and

laser beam diagnostic system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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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rhe thermal neutron induced loss in transmittance of optical

fiber~ was measured at the wavelength of 0.85 μm and 1.3μro ， respec·

tively. The induced loss at 0.85 μrn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at 1. 3μm for the multimode fibers or for the pure silica core

fiber. At 1.3μm wavelength , the loss in mu1tirnode fibers were

greater than that in single mode fibers due to effect of dopants ,

P, B, Ge. And nylon-coated fiber showed the least induced loss due

to blocking effect of nylon coating. Considering the results from

the 7--ray and thermal neutron effect on optical fiber , optical

fiber can be applied for data transmission of DAS in nuclear

facility. And it is thought that if core and coating materials are

improved , the fibers will be able to be used in even hi밍ler

radiation level region.

Astudy on radiation effect for optical fiber was completed by

measuring not only 7--ray effect but also thermal neutron effect

for it. In the future , that result will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applying optical fiber communication system, optical fiber

sensor, etc. in radiation region.

Remote observaion and image processing system was developed. The

resolution of image was improved, and the dist뻐ce and the area for

the objective were measured accurately using image processin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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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ques. This developed system c하1 "be applied for inspecting the

U-type tube of steam generator, condenser tube , heat exchanger

tube , and the internal surfaces of the' various equipments. Laser

beam diagnostic system using image processing techniques can be

used to observe and analyze laser beam quality." This system

will be effectively applied for lase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ield. X-ray radiographic image 삐alysis by image processing

technique made it easier to inspect and measure irradiated fuel

rod , and the accuracy of the obtained data was also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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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팡섬유률 이용한 신호천송 기솔은 팡섬유의 저손실， 광대역 정보 전송

특정， 소형， 경량，내천자파깐접성 등의 장점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

분야 이외에도 일반 산업분야에셔의 제어시스템， 군사시설， 팡섬유 센셔

등에 용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셰이다. 또한 방사션 환경에셔도

광섬유률 옹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끊압없이 계촉되고 있어 천력

수요량의 철반 이상올 원자력발전에 의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셔 원자력

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올 위해 광섬유 용용 분야에 관심옵 기울여

야 하며， 특히 1996년에 완공훨 계획으로 있는 영광 3 ， 4호기 훤자력

발전소의 DAS 채널과 core protection system 등에 CE ( Combustion

Engineering ) 사가 광섬유를 이용한 시스템올 척용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환섬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 향상이 더욱 요구된다. [1-4J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해에 수행한 감마선효과 연구에 이어셔 광섬유에

대한 열중성자 효과틀 이론척으로 고찰하고 멸종생차에 조사된 팡섬유의

천송손질 변화를 측청하므로써 원자력 -시셜에서 팡섬유툴 척용하기 위한

방사선효과 실험율 완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차 원자력시설에셔

광통신 시스템， 광섬유 센셔 등올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광섬유 용용기슐 개발분야로는 영상 전송용 팡섬유(Image fiber) 률

이용한 원격 관혹 및 -영상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자력시젤에셔의

자동화툴 목척으로 ’ Rhino 로보트를 이용한 배관 내부 관륙 시스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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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이의 자동화 실험율 수행하였다. 또한 영상처리 기술의 용용

범위툴 확대하여 사용후 핵연료용 x-선 투과상 분석 기술과 ’ Laser

Beam 진판 시스템’ 올 개발하였다.

원자력시젤에셔 광섬유흘 용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척으로 광섬유에

미치는 방사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척으로 요구된다. 광섬유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광섬유 유리 구조 내에 칼라 센터가 형성되며 칼라

센터는 광섬유 코아내에서 진행하는 빚율 홉수하여 광섬유 전송손설율

중가시킨다. 방사션에 의한 전송 손실의 증가치는 수심 내지 수천

dB/kIn 이며 팡섬유의 장점충 하나인 저손실 특성이 장질환다. 이에

대한 연구로서 지난 해 강마선 효과를 측정하였고 이어셔 본 연구에셔는

중성자 효과에 관한 이론척 고찰과 아울러 국내 4개 회사에셔 체조된

일반 광통신용 단일모드 빛 다중모드 광섬유와 외국에셔 제조훤 순수

질리카코아 광섬유에 대해 연구용 원자로 Triga-Mark II(250 때)의

thennal column 내부에서 열중성자률 조사시켜 광섬유재철， 팡섬유

모드， 그리고 광짜장에 따른 혈중성 효과의 차이를 륙정하고 결파률

문석하였다.

원격 관측 및 영상처리 시스템은 원격환측 빛 관혹 영상에 대한

영상정보률 분석하여 관륙물의 검사 빛 이상유무의 판단올 수햄하므로

원자력 시설의 유지 보수， 핵연료 관리 등에 유용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운 칙첩 사람의 눈이나 카메라 등으로 관측하기 어려훈 불체의

내부면 등의 영상의 관륙 빛 검사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해 ’ Rhino 로보트률 이용한 배관

내￥변 자동 관혹 시스템’ 융 개발하고 차동화 관측 에 대한 젤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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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햄하였다.

영상처리기술은 컴퓨터에 시각기능올 부여하므로써 컵퓨터롤 이용한

영상의 화질 개션 빚 -화질북원의 영상정보 개선과， 영상율 수치화률

통해 영상의 수치해석 빛 형상인식의 차동화를 묵척으로한다

’영상처리기법올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투과상 분석 기솔’율

개발하여 사용후-핵연료용 제원 측정올 영상처리로 자동 수처해석 하고

이를 기폰의 육안검사 방식에 의한 제원륙정 방법과 비교 푼석하였다

그리고 영상처리 기법율 이용한 ’ Laser 법 진단시스템율 개발하고 He-Ne

Laser에 대한 범율 분석하였다.

세계척으로 광섬유를 원자력시설에 옹용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내방사성 광섬유 개발， 핵연료 검사 기슐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섬과 노력이 첩약되고

충점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 첨판 기솔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끊입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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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창거리 롱신매체로 개발된 광섬유는 무유도성， 대용량 정보천송대역，

소형， 경량， 저손실， 내부식성， 내열성 풍의 장챔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팡통신 분야 외에도 일반 산업 분야에서 제어시스랩， 광섬유센셔 둥에

옹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셰이다. 또한 방사선환경에셔도 팡섬유률

웅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끊입없아 계속되고 있어 천력 수요량의 철반

이상율 원자력발천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비중이 천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셔 원자력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올 위해셔 광섬유

융용 분야에 관심율 기울여야 한다. 륙히 1996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는 영팡 3，4호기 원자력 발천소의 DAS 채널과 core protection system

등에 CE ( Combustion Engineering ) 사가 광섬유률 이용한 시스템율

척용할 예정으로 었어 이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향상이 더육

요구된다. [1-4]

원자력시설에 팡섬유툴 웅용하기 위해셔는 우선척으로 광섬유에

미치는 방사선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팡섬유가 감마선， X션， 중성자

동의 방사션에 노출되면 광섬유 유리구조내에 칼라 센터가 형성되며 이

칼라 센터는 광섬유 코아내에셔 진행하는 빛율 홉수하여 광섬유의 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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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셀올 층가시킨다. 방사선에 의한 천송손설의 종가는 수성 내지 수천

dB/kIn이며 이는 팡섬유의 장첨중 하나인 저손실 특성이 상실됨은 물본

시스템간의 송수신올 두절시켜 심각한 현상올 초래할 수도 있다.[5] 이

에 대한 연구로셔 지난 해에 광섬유에 대해 감마선올 조사시켜 전송손실

특성변확툴 혹청하고 질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핵반융시 감마션

뿐만 아니라 중성자도 발생하므로 방사선환경에서 광섬유롤 융용하기

위해셔는 광섬유에 대한 충성자효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셔

본절에서는 광섬유와의 핵반옴율 통하여 이차 이온화 방사선율 방훌시켜

팡섬유의 전송손실율 증가시키는 열중성자효과에 관한 이론척 고찰파

아울러 국내 4 개 회사에서 제조된 일반 광통신용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

광섬유와 외국에셔 제조된 순수실리차코아 광섬유에 대해 연구용 원자로

Triga-Mark 11(250 kW) 의 thermal column 내부에서 혈중성자를 조사시격

팡섬유재질， 광섬유 모드， 그리고 팡파장에 따른 열중성자효과의 차이툴

혹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2. 광섬유에 대한 열중성자효과

가. 얼충성자와 칼라센터와의 관계

에

감마선이나 X선 등의 방사선은 광섬유에 칙접척인 영향올 미쳐 팡섬유

코아내에 칼라 센터를 형성시켜 팡섬유의、 천송손셀올 층가시킨다.

그러나 일반척으로 열중성자는 수 eV 이하의 낮은 i 에녀지를 가진 저속

충성자이므로 광섬유에 칙‘접척인 타격올 가해 칼라 센터를 생성시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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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열중성자는 굉섬유 구성요소인 실리카나 용소

등에 협게 포획되어 핵반용울 일으칸다· . 이 결과로 수 삐eV의 놓운

에너지률 가진 알따입자， 베타선， 감마선 등〈’l 생성된다. 이러한

방사선물 이차 이올화 방사선 ( secondary ionizing radiation ) 이라

부르는데 이들운 높운 에너지불 가치고 있어 광섬유 코아내에 칼라

센터를 생성시키게 된다. 칼라 센터는 광섬유 코아내툴 진행하는 빛율

홉수하므로써 천송손설올 종가시킨다. 그림 2-}-1윤 칼라 센터에 의한

광홉수현상율 보여훈다.

CONDUCTION BAND

:τ- 1)
•

2)

• VAI.J빼CE BAND

그럽 2-1-1. 칼라 센터에 의한 광에녀자 홉수

1) 방사션에 의해 생성훤 칼라 센터의 에너지 준위

2) 칼라 센터에 의한 광에녀지(Ea) 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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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성차와 광섬유 구성 요소， 이치 이온화 방사선， 얼중성차 포획

단변척， 방사능올 정리하면 표 2-1-1과 촬다. 구성 요소에 따라

열풍·성자 포획 단변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충에서 봉소가 가장 르며

게르마늄과 질리카도 비교적 코다. 이하 이용호} 밤사션운 알파， 베타，

감마선이며 포획 단변척이 를수록 생성되는 radioactivity가 크고 이차

이온화 방사선의 세기도 커서 촬라 센터의 수률 더육 증가시키며 이는

광섬유 전송손실의 증가룰 의미한다. 특히 풍소는 열충성차와의

반웅으로 생성될 1. 4MeV의 에너지률 가진 알따입자 영향으로 열충성자

효과가 가장 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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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secondary capture cross radioactivity
radiation section (barn)* ( Ci )#

Si (3+(3- 0.16 2.1 X10 -6

0 껴 + f3- ?’ 0.00027 9.7 X10 -e

B α (3+(3- T 759 5.1 X10 - 3

Ge β ... f3 ‘ 2.3 3.0 X10 -6

N 껴 ... {3- T 1.85 4.1 X10 - 5

C 껴 ... f3- 0.0034 2.2 X10 - 5

H (3 - T 0.332 1.1 X10- 9

* bam: 충성자와 원자핵이 충툴활 때 반용이 얼어날 수 있는 정도률

나타내는 단위로 중성자와 원자핵이 작용올 일으킬 수 있는

확률올 의미한다. ( 1 bam = 10 - 24 em' )

싸 radioactivity :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며 1 Ci는 초당 370억개의

원자핵이 붕괴되며 라륨 226 19의 방사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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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올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칼라 센터

칼라 센터는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며 굉에너지률 홉수하므로써

광섬유의 전송손셀올 증가시킨다. 칼랴 센터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도우훤트가 도우핑될수록 더욱 복잡한 형태로 니타난다. 칼라 센터

중에셔 대표척인 것율 몇 가지 예로 둘변 다음과 같다.

1) E’ 센터

그림 2-1-2눈 E’ 센터 형성 모텔올 나타낸다. E’ 센터는 인첩한 두

설리콘 원자 사이의 결합이 방사선에 의해 분리꾀면셔 천차가 방출되어

생성되며 광따장 215 nm 영역에서 놓은 광홉수 밴드률 가지고 있어 따

장이 짧윤 영역의 손실율 르게 증가시킨다. E’ 센터는 붕소(B) , 게르

마늄(Ge) , 인(P) 등의 도우펀트가 도우핑훤 겸우에 붕소， 게르마늄，

인 등의 원자 결합에셔도 발생되어 광섬유 전송손셀 증가에 영향올

미치는데‘각각 생성된 E’ 센터를 B E’ 센터， Ge E’ 센터， P E’ 센터라

부른다.

O앙훌;en Ve.caDCY -뿔 Cenl빼II" + e-

G훌켠

-....

그림 2-1-2. E’ 센터 형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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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oxy radical 센터

Peroxy radical 센터는 三Si--{)-o-용i == 의 peroxy 결합에셔 방사선에

의해 중앙에 위치한 두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분리되면셔 생성된다.

Peroxy radical 센터는 광따장 163 nm 영역에서 높은 광홉수 밴드률

가지고 있어 E’ 센터와 마찬가지로 파장이 짧은 영역의 손질 증가에 른

영향율 미친다. 그립 2-1-3윤 peroxy radical 센터의 형성 모델올

보여준다.

Brid방Dg Perozy Linkage ~ Nonbrid범ng Perozy Radical + e-

•
+ e-

←녁g

lA

그림 2-1-3. Peroxy radical 센터 형성 모델

3) Nonbridging oxygen hole 센터 ( NBOHC )

NBOHG는 광섬유내에 존채하는 OH 결합이 빙·샤선에 의해 분리되면셔

산소 원자에서 생성된 호울 센터이다. NBOHC 펀 고순도 퓨즈드 실리카

에서 생성되며 따장이 긴 영역에서의 광흡수로 인하여 장따장 영역의

손싫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낀다. 그림 2-1-4는 NBOHG 형성

모델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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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NBOHC 혐 성 모델

4) Phosphorus-oxygen hole 센터 ( POHC )

POHC는 인(P) 이 도우핑된 실러카 글래스에서 두 개의 nonbridging

산소 원자에셔 방사션 조사에 의하여 전자가 밤출되어 쟁성되는 호울

센터이다. 그럽 2-1-5는 POHC 형성 모델율 보여준다.

Phosphorus with two NBOs ..... PORe + e-

• +8"

그렴 2-1-5. POHC 혐성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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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험 및 결과

가. 광섬유 샘플

혈중성자 조사에 의한 광섬유 천송손실 특성변화 혹정 갤험에 사용훤

광섬유는 금성 광통신(주) , 삼선반도체통신(주) , 대한전선(주) , 그리고

대우통신(주) 등 국내 4 개 회사에서 제조된 일반 광통신용 단일모드 빛

다중보드 광섬유와 Ensign-Bickford( 미) 사의 순수 셜리카코아 광섬유

표 2-1-2. 팡섬유샘플의 제원

* COATING CORE I CLAD I CORE COMPOSITION(mo1%)
종류 엔ODE 채철 COATING DIA. urn SiOz-GeOz-PzO 5 -B zO 3

SINGLE ACRYLATE 8.3 I 125 I 245 96.9- 3.1- - - --
Al MUL'!’I ACRYLATE 50 I 125 I 245 89.8- 9.0- 1.2- --

SINGLE SILICON 8.3 I 125 I 400 96.9- 3.1- ‘ - --

A2 MULTI SILICON 50 I 125 I 400 89.8- 9.0- 1.2- -- ..

SINGLE ACRYLATE 10 I 125 I 245 94.5- 5.1- 0.4- --
B MULTI ACRYLATE 50 I 125 I 245 80.5-17.5- 1.7- 0.3

SINGLE SILICON 10 I 125 I 900 97.0- 3.0- - - --
+NYLON ’

c MULTI SILICON 50 I 125 I 900 89.5-10.0- 0.5- --
+NYLON ’

SINGLE ACRYLATE 10 I 125 I 245 94 - 5 - 1 ---
D MULTI ACRYLATE 50 I 125 I 245 86 -10 - 4 ---

E PSCF TEFZEL 110 I 125 I 245 100 - -- - - - --

* SINGLE : single mode fiber , MULTI : multimode fiber
PSCF : pure silica cor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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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 2-1-'2 는 사용훤 광섬유샘플의 제원올 나타댄다. ’ 광섬유

생플 각각의 길이는 5아n 이며 9.5cm 칙경의 원형으로 5아n 감아셔 얼충성

차를 조사시켰다.

나. 실험장치쿠성

혈중성자 조사장치로는‘-서울사무소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 ( 250kW )의 thennal column 올 이용하였다. 그렴 2-1-6운 원자

로의 펑면도이다. 원자로에 셜치된 실험장치의 구성운 그렴 2-1-7과

같다. 혹청 광원으로는 0.85μ rnLED와 1. 3μm LED툴 사용하였다.

다. 실험 방법;‘ i

’’.

1) 열중성자 flux 및 감마션 준위 측정

Triga Mark II 는 서울사무소에 위치하고 었으며 학생 설습 및 방사선

조사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250kW급 연구용· 원자로이다. 연구로내에셔

‘방사션 조사실험윷 수햄활 수 있는 곳은 beam port 와 thennal 여1ullUl이

column에셔 수햄되었다. 원차로의 활력올 1 낮게 유지하면서 원하는

었으며 붙 질험은 감마선 준위가 낮고 열충성자 flux가 높은 thenna1

혈중성자 flux를 ·얻기 ‘위하여 thennal column 내부의 충섬，혹연;블럭 (

10XI0X130 em 3 )올 빼냈다. 코아와·가장‘ 근첩한 구멍속의 ι끝 부분에처

혈중성자 flux와 감마선 준위를 측정한 ·결과」열풍성자는 훤하는 수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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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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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dapter Oyp。빠，Ce따r

Meter

갑F역 ~Computer

Plotter

그림 2-1-7. 열중성자에 의한 광섬유 전송손실 록청 시스탬 구성도

나타냈지만 감마션 준위가 높운 수치률 나타냈다. 감마션윤 광섬유의

칼라 센터 형성에 칙첩척인 영향올 미치므로 혈중성자 효과만율 고려하기

위해셔 감마선 준위는 100 Rlhr 이하의 낮은 수치가 요구훤다. 따라셔

혈중성자에 패해셔눈 투과력이 높고 감u}-선올 치혜시킬 수 있는 납블록

율 15 em 두께로 셀치하여 감마선 준위콜 100 R/hr 이하로 낮추었다.

남붙몹율 절치한 후 혈중성자 flux와 감ttl-선 준위룹 혹청하였다. 륙정

결과는 표 2-1-3과 같다. 열중성자 flux와 감마선 준위 륙청윤 원자로

환려질과 방사션 안전관리질의 도옴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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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혈중성자 flux와 감마선 준위

( <0.5 eV )
혈중성차 flux ‘감마선 준위

9.8 X 107 n/em" Isee 70 R/hr

2) 광섬유의 전송손실 측정

실험에 사용펀 광섬유샘플은 모두 열 한 가지 종류로 되어 있으며 그

제훤이 표 2-1-2에 나타나 있다. 광섬유는 9.8XI0 7 n/em" Isec의

열충성자로 3 시간 동안 조사되었다. 측정 광원으로는 출력이 안정된

0.85 μm 파장의 LED와 1.3 μm 따장의 LED를 사용하였다. 광섬유에

업사펀 광따워는 -30dBm ( 1μw ) 이하로 광표백효과 ( photobleaching

effect )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그렴 2-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어

광원에처 발생한 빛은 광섬유-어랩터와 광감쇠기를 통해 팡섬유에 입사

되어 thenna1 column 내부에 설치된 광섬유룰 거쳐 광따워메타에셔 륙정

된다. 시간의 증가에 따라 열충성차 효과로 인한 광섬유의 천송손실

증가로 광파워메타에셔 측정된 광따워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얼충성자

효과로 인해 발생한 광섬유 천송손실은 다옵 삭 (1) 과 같이 계산될다.

、--
빼

WJu’...
,‘

nUI
/、‘.,/야

1u
nrt‘--‘--‘R

( 1 )

여기서，

PL : 팡섬유 천송손실(dB/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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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 혈중성자 초사 켠에 ·측정된 광파워«18m)

Pb : 혈중성자 조사 후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청펀 광파워(d8m)

D : 열충성자에 조사된 광섬유샘플의 걸이 {kID)

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Pa, D는 일장한 반변 Pb는 감소하므로 PL윤

종가하게 된다. 시칸의 증가에 따른 PL 측 열중성자에 의해 층가훤

광섬유의 단위길이(끄QJl)당 전송손실올 그린 결과 그래프는 그럽 2-1-8,

9, 10, 11과 같다.

라. 질험 결과

,,'

그림 2-1""-8운 광따장 1.3μm에서 혈중성자에 의해 증가된 단일 모드

광섬유의 전송손실율 측정한 결과이다. 천반척으로 손실 종가가 0.5

d8/kID이하로‘착게 나타났다. D광섬유의 손실이 가장 코게 나타났으며

C광섬유의 손실이 까장 착았다. D의 손실 증가는 인(P) 의 효과로 분석

된다. 인운 감마션에 민감한 도우편트로 알려져 있는데 표 2-1-2에

나타단 바와 같이 D에 가장 많이 도우펌되어 있어 인의 영향올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Al광섬유와 R광섬유에 있어셔는 비슷한 코아채질파

로탑재질로 인해 손질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치 않았다. 거의 유사한

코아 채질올 가진 AI , A2광섬유를 비교해 보변 아크렬레이트 코팅훤 Al

외 손설이 질리본 코팅된 A2의 손질보다 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코팅 채질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아크릴레이트가 셀리론보다 열충성차

차예 능력이 작옴올 보여준다. c팡성유는 AI, A2; 8와 유사한 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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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질올 가지고·었지만 코팅 재철에 차이가 있디. C는 질리본 코팅

위에 nylon로탬이 한 충 더 폰재한다. 감마선 쪼사 실험에셔도 nylon운

우수한 차펴l성홉 보여 주었는데 본 실험에서도 연중성자에 대한 우수한

차회l’성율 나타냈으며 열중성자와의 반용이 로아에 콘 명향율 미치지도

않윤 것으로 분석됨다.

그림 2-1-9는 팡파창 1. 3μm에서 열중성자에 의해 증가훤 다중 모드

광섬유의 천송 손실올 륙정한 결과이다. 단일 모드와 유사한 경향율

보여추고 있다. D의 손설이 가장 크고 C의 손설이 가창 작다. 도우

펀트 인(P) 이 가장 많이 도우핑된 D의 손실 증기는 한일 모드의 경우와

같이 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A1~ Be께 있어서는 유사한 코아 재철과

0.6

-‘
0.4

‘-smO3 o-S

0.1

o
o

single mod. fibers
neutron nulx : 9.8X10"n/c
wavelength I: 1.3 um

0.5 1.0 1.5 2.0

πME ( HOURS )

B

2.5

- 、

3.0

그림 2-1-8. 열중성자 조사시 광파장 1. 3μm에셔 혹정된

단일 모드 광섬유의 전송손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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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재젤로 손실의 차이가 코지 않았다. Al꾀 A2에 대해셔 찰며보면

실리론이 코팅된 1\2의 손실이 아코릴레이트가 코팅된 A1의 손실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젤리론이 아코델레이트보다 렬충성자 차혜성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분석펀다. 또한 C의 손셀이 가창 작게 나타난

이유는 단일 모드의 경우와 같이 nylon 코팅띄 열충성자 차뼈l 효과

때문으로 분석훤다.

그림 2-1-10은 광따장 0.85μm에셔 혈중성차에 의해 총가된 다중 모드

광섬유의 천송손실올 측정한 결과이다. c의 손실이 가창 작았으며

C률 제외한 AI, A2 , 0, D는 손실이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c의 손실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윤 nylon 코팅의 열중성자 치며l 효과로 인한 것이다

3.0

-‘업 2.5
、、

멈 2.0

、-’ Ru

nv

Ru

l’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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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혈중성자 조사시 광파장 1.3 ,11 m에셔 륙정훤

다충 모드 광섬유의 천송손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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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코아 채질이나 코댐. 재질이 약간씩 상이한 AI , A2., B, D의 손질이

0.85μm 영역에서 각 재질의 차이에 별로 상관없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현재의 실험 결과로는생성된 칼라 센터의 수가 비슷했옵율 의 H1 한다.

AI , A2 , B, D에 대해 0.85μm 영역에서 표 2-1-2에 나타난 코아 빛 코링

재철의 차이는 콘 영향올 발휘하지 못하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11운 광파장 0.85/1. 3μm에셔 열충성자에 의해 층가된 순수

0.85μm에셔의셀리카 코아 광섬유의 천송손실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는 이차 이올화손실이 1. 3μm에셔의 손실보다 2.5배 코거I 나타났다.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칼라 센터의 광흡수영역 e)l 1. 3μm영역보다 0.85

μm영역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Dm u1tlmode 빠.bers

neutron HulK : 9.aXlO7 njc
wavelength I: 0.85 um.

8

5

(

터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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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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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떠
룹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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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o 3.02.51.5 2.0

πME ( HOURS )

1.00.5

그림 2-1-10. 열중성자 조사시 광파장 0.85 urn어l셔 측정훤
다충 모드 광섬유의 전송손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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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과 2-1-9에셔 다중 모드 광섬유의 흔실이 한일 모드 광섬유

의 손셀보다 5 내지 10배 콘 값올 나타냈다. 짙은 1. 3μm 영역에 대해

다충 모드 광섬유의 손실이 콘 것은 코아 재질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게르마늄의 경우 다중 모드 광섬유가 3배 정도 땀이 도우핑되어 었으며

인의 경우도 다중 모드 광섬유에 많이 도우핑되어 었다. 표 2-1-1율

보면 게료마늄의 열중성자 포획 단면척 I잊 radioactivity가 Si보다 커셔

제르마늄과 열중성자 반용으로 발생히는 이차 이올화 방사션이 Si의

경우보다 콜 뿐만 아니라 게르마늄 차체의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

또한 르기 때문에 다중 모드 광섬유의 손실이 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9와 2-1-10에서 다중 모드 ·팡섬유의 경우 0.85μm에서의

pure silica Icore fibers
neutron nuIK : 9.8XLO'’ nfc

0.5 1.0 1.5 2.0

TI뻐 ( HOURS )

1.3 um

2.5 3.0

ι.

그림 2-1-11. 얼중성자 조사시 광파장 0.85 umlL3 μm에셔

륙정된 순수 실리카 광섬유의 천송손실 증가

- 38 -



손질이 1. 3μm에셔의 손실보다 3배 크게 나타났다. 따라셔 감마선효과와

마찬가치로 얼중성자 효과에 대해셔도 광화장 0.85μm 영역이 1. 3μm

형억보다 민감하다는 것올‘보여준다.

천체척으로 단일 모드 광섬유의 손실이 가장 착게 나타났으며 순수

실리카 코아 광점유의 경우 코아에 도우훤트가 도우핑되지 않아셔 작은

손실올 나타냈다. 표 2-1-4는」열중성자에 대한 팡섬유의 민감도롤 겨l산

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2-1-4. 1.058XIO~2 n/cm"- ( 9.8XI0 7 n/cm" /sec X3hrs) 열중성자
조사후 광와장 0.85μm 및 1.3μm에셔 측정펀 광섬유의 민갑도

at 0.85 μm at 1.3 μm

* COATING RADIATION RESISTI- RADIATION RESISTI-
종류 MODE 채질 VITY(dB/때lin/em" ) VITY(dB/때lIn/em" )

SINGLE ACRYLATE - 0.19 X10 -~2
Al MULTI ACRYLATE 4.54 X10 -~2 1.32 X10 ~ ~2

SINGLE SILICON - 0.12 X10 -~2
A2 MULTI SILICON 4.25 X10 -12 1.06 X10 -12

SINGLE ACRYLATE - 0.20 X' 10" 12
B MULTI ACRYLATE 4.91 X10 -12 1.33 X10- 12

SINGLE SILICON - 0.05 X10- 12
-+NYLON ‘

C MULTI SILICON 1.47 X10- 12 0.47XI0- 12
+NYLON -•-

SINGLE ACRYLATE - 0.47 X10 -12
D MULTI ACRYLATE 4.73 X10- 12 1.70 X10 -12

E PSCF TEFZEL 2.27 X10- 12 0.95 X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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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철에서는 팡섬유에 미치는 열중성자 효과률 이론척요로 고찰하고

혈중성자에 조사된 광섬유의 전송손질 변화를 혹정하였다. 혈중성자는

광섬유롤 구성하는 물질과 반웅하여 이차 이옴화 방사선올 발생시킨다.

발생훤 방사선은 광섬유 코아내에 칼라 센터툴 생성시켜 천송손실율

중가시킨다. 천송손실 륙정 실함에는 국내 4 개 회사에셔 제조된

광섬유와 외국어l셔 제조된 순수 셜리카 코아 광섬유가 사용되었다.

이틀에 대한 혈중성자 효과를 측정분석한 결과률 요약하면 다융과 같다.

• 코아에 도우핑된 P는 이차 이올화 방사선에 민강한 도쭈펀트이기

때문에 P가 다량 도우핑된 광섬유의 천송손실이 르게 층7}하였다.

• 코아에 도우펑펀 도우편트 Ge는 멸종자와의 반웅시 radioactivity 7}

놓아셔 이차 이옹화 방사선융 많이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Ge가

도우핑훤 다중모드 광섬유의 천송손질이 크게 나타났다.

• 활라 센터 생성율이 1. 3μm영역에서보다 0.85μm영역에셔 크기 때문에

0.85μm에셔의 손실 증가가 르게 측정되었다.

• 혈중생자 차폐성이 우수한 질러론 코팅 광섬유가 유사한 코아 채철의

아코렬레이트 코텅 광섬유에 비해 손실이 작았다.

• Nylon 코팅 광섬유가 코팅 채질의 얼충성자 차폐 효과가 커셔 유사한

코아 재질올 가진 팡섬유에 비해 손질이 가창 작았다.

지금까지는 기본척인 띠북만 되어있는 광섬유률 시료로 사용하였으나

피북이 보강휠수록 외부 피봅의 방사션 차혜 효과로 광섬유의 손설운

감소할 것으로 기대훤다. 특히 광섬유 로아률 순수한 질리카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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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도우펜트의 효과를 최대한 억제활 수‘있어 손설율 더욱 줄일 수

있올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에서 、광섬유률 이용하여 DAS 등에셔

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이 멀지 않아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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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요

수 μm의 칙경의 r광섬유롤 수만 가닥 규칙척으로 배얼하여 만든 광섬유

다발(Image fiber bundle)운 일반척인 광학척연 장치로는 접근하기

어려훈 배관， 인체 내부， 원자력시셜 빛 극한 환경의 관륙 둥에

이용된다. 륙히 팡섬유 다발중 Flexible Fiber bundle윤 자유로이

구부힐수 있기 때문에 상대척으로 첩근하기 어려운 경로툴 가진

관록물의 상태 환륙에 편리하다. 광섬유 다발의 영상천송 특성운

광섬유의 소형， 경량성， 휩성， 내화성，내수성 및 내부석성과 더불어

원차력 시절과 같윤 극한 환경에셔의 내부관륙， 원격환혹 빛 검사，

그리고 비첩혹식 혹정율 위한 영상천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보어

스코프 또는 화이버 스코프(Fiber scope)라 불리우는 팡섬유 다밭율

이용한 영상전송기는 작업공간 및 작업시간의 제약율 받는

원자력시설에셔 작업자의 방사션 피폭량 져감올 위해 척절히 용용되고

있다. 월제 일본의 경우 Novia와 같운 화아버 스코프 밸브 내부 관혹

시스렘이 개발되어1 원천 서철의 대형 밸브률의 검사 • 보수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혹청 분야에 대한 내부 관륙 시스템온 없으나 보어

스코프훌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천혈환 환혹， 배환내의 이물질 제거，

열교환기 내부검사둥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팡섬유 다발율

이용한 형상관륙이 여러분야에셔 이용되고 있지만 영상의 관혹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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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활용도자 높아고 관홉의 신뢰성율 놓이기 위해셔는 견송형상의

화질율 개션하여 보다‘ 션명하고 깨끗한 형상울 얻어야 하며， 웬즈에

의한 영상의 왜곡， 작업의 불펀함올 제거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폰의 보어 스코프에 화질율 개션하거나‘ 환혹

영상으로 부터의 형상청보툴 분석， 겁사하는 형상처리 기놓율 부가한

’팡섬유 다발올 이용한 원격 환혹 빚 영상처리 i시스템’율 개벌 하였으며

관혹의 자동화률 위해 Rhino 로보트툴 이용하여 자동 파이프 내부 관혹

실험율 수행하였다.

2. Image fiber 률 이용한 왼격환륙 빛 영상처러 시스댐

광섬유 다발올 ‘.이용한 원격 관륙 및 영상처리 시스템은 그림 2-2-1파

같이 영상전송부와 영상처리부로 이루어진다. 영상천송부에는 관혹될

영상율 천송하는 16 (Image guide) bUndle과 관혹물에 빛율 천달하는 LG

(Li양lt guide) b뻐dIe ， 영상율 관륙하는 Viewing 렌즈， 광원， 카메라

인터페이스， 그리고 광섬유 다발의 끌율 원하는 방향으룸 조착하는

방향키로 구성된다. (그림 2-2-2) 16 bundle 운 수만가닥의 광섬유불

규칙척으로 배혈하여 bundle 의 양끝이 청멸되어 있으나， LO의 경우는

불규칙척으로 배열된 bundle 로 이루어져 있다. LG bundle 의 광원으로는

High intensity 할로겐 램프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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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ht Guide

Articulation locks-'

Eyepiece Focus

Range Focus

Articulation Contro’

--

그그

Right Angle Adapter UCJht Source

그림 2-2-2. 영상천송부

Viewing 멘즈는 여러가지 환혹 각 빛 관혹 방향율 갖는 탑 (그림 2-2-3,
2-2-4) 에 끼왜져 있어 관혹 대상에 따라 척당한 탑울 광섬유 다발 끝에

불여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림 2-2-5와 같이 광섬유 다발운 끌부분이

훤하는 방향으로 자휴로이 폼칙이도록 control 케이블이 팡섬유 다발에

내장되어 있는 steerable-tip bundle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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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부는 Image Fiber로 부터 천송될 I ， 영상율 포확하는 CCD 카메라，

CCD카메라로 부터 풀력되는 표준 영상신호 (NTSC) 롤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시키고， 영상처리를 -행하는 영상처리 빚 그래픽 장치，

처리된 엉상율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모니터， 비데오 레코드 하드카피

풍으로 구성된다. CCD ‘ 카메라로 부터 롤혁되는 협상신호는

표준방식 (NTSC) 으로 1매의 화상율 1 프레입간(33.3ms) 측 1초간에

30매의 화상율 표시한다. 또 1패의 화상은 그림 2-2-6과 같이 체

1필드와 제 2 필드로 나누어지며， 525개의 주사선으로 구성흰다.

표준방식에는 63.5μS 주기의 수펌동기 신호와 16ms 추기의 수칙동기툴

기준으로 각각'-16.5%와 6%의 귀선소거 시칸율 가치고 있다. (그함 2-2-7)

1 [ 1-‘-‘---264 r-‘--------- →-------서

2μ二二:T---‘---→고:
265 L__~ ~‘~“~~~」 r-

263
(33.3ms)
1 Frame

------

’

1 l 2
field field

Time ←---용、

TV Screen

그림 2-2-6. 표준방식 원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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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체의 표준방식그림 2-2-7

processorImage거쳐컨버터률AID영상신호는이러한‘표준

Frame memory어1 5121512 piexls 8 bit 의 해상도로FG-100-AT )애 의혜

져창된memory어lFrame져장이 된다.(grabber) 에memoryFrame

의해 쳐러되어 훌혁장치로 롤혁되논 테 이때 훌력영상청보는 컴퓨터에

모니터는훌력때문에 시스댐에 사용되눈신호는 interlace 방식이기

안터레이스 방식의 모니터률 사용하여야 한다. FG-I00-I\T는 4개의 Frame

론트.롤소프트웨어신호툴입력3개의grabber툴 내장하고 었으며，

소프트웨어로는가능하다.채널이다충있는/‘.,...방식으로 션택할

그림사용한다.Library 률lTEX100lMAGEPRO, TOOLBOX ,lMAGELAB ,

Processor의 구성율FG-I00-I\T Real-Time-Single-Boar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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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hino 로보트툴 이용한 자동 파이프 내부 환륙 시스탬

광섬유 다발율 어용한 원격관혹 시스템운 칙첩 사람의 눈이나

카메라등으로 관륙이 불가능한 훌체의 내부면 관륙에 있어 관측물의

분해나 해체의 수고없이 현리하게 이상유무율 관혹할 수 있다. 원자력

시설에셔의 대형 밸브의 내부 마모 상태 검사， 중기 발생기 내부 검사，

열교환기 및 각종 배환 내부 상태 검사는 원차력 시설에서의 작업이

작업공간 작업 시간의 제약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착업들이다. 이러한 제약 환경에셔 자동화된 관륙 시스템의 개발운

착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의 캅소률 위해 필수척이다.

본 연구에셔는 Rhino 로보트률 이용하여 t 광섬유 다활율 이용한 원격

관륙 시스햄’의 자동화 률 위해 따이프 내부의 상태검사를 위한 자동

파이프 내부 관혹 시스템율 구성하고 (그림 2-2-9) 기초실험올

수행하였다. ’자동 배관 내부 관혹 시스템’올 자동으로 원하는 부위의

파이프 내부로 보어 스코프룰 이동시키는 Rhino 로보트 빛 로보트

론트톨뿌， 배관 내부의 영상율 얻고， 영상처리 unit까지 명상율

천딸하는 형상천송부， 그리고 입혁명상율 처리하여 영상정보률

분석하거나 입력영상의 위치 청보활 분석하여 보어 스코프의 이동여부를

결청하는 영상처리부로 이루어진다. 원자력 시설에셔 로보트률 도입한

자동화의 예로는 BBR ’ s manipulator , Finger Walker , ROSA , SM-I0와

같은 중기발생기의 유지 • 보수용 positioner률 틀 수 었으며， BBR ’ s

manipulator의 경우 증거발생기 tube sheet와 끝부분의 육안검사에

광섬유 다발물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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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카. Rhino 호보르 Rhino XR-3 로보트는 교육 또는 연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보트로 그힘 2-2-10과 같이 5혹의 revolute coordinate

arm , Mark III Controller, 광섬유 데이타 링코， Teach pendent , 빛

싱글 보드 컴퓨터 (SBe) 로 구성된다. 로보트 팔， 모터로 구동되는

gripper는 DC servo 모터 및 optical encoder에 의해셔 체어되며

로보트의 hard home 위치에 리미트 스위치가 장확되어 제한 위치 이상

움칙아지 않게 되어었다. Mark III 제어기눈 Rhino 로보트의 5혹，

손(gripper) ， x-y table 등 8촉올 체어 할수 있으며， optical encoder에

의해 원격 servo 모터 제어가 가놓하고， Robottall“ 나 뻐lino-val

소프트훼어률 이용하여 host 컴퓨터나 teach pendent 로 로보트률 제어할

수 있다. 그림 2-2-11운 Rhino 로보트에 장착된 모터들의 위치， 그리고

그림 2-2-12논 로보트 컨터롤러 Mark III 의 panel를 나타낸다. Rhino

로보트 와 MarkIII 의 제원운 표 2-2-1과 표 2-2-2와 같다 •

. Optional
Teach Pendant

XR·3
Robot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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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 Rhino 뼈-3 로보트의 제원

Configuration 5 axis plus gripper
All axes completely independent
All axes can be controlled S괴lUItaneously

Drive 6DC servo motors with optical encodere for
real time closed loop operation

Control Mark III controller

Payload 2.2 lbs( 1 Kg )

Speed 1 sec to open gropper, 2.2 sec to close
Speed of arm varies

Repeatability o.040" (l IJDD )

Wei밍It 15 lbs (6.82 Kg)

Reach ω%υ5 inch나s fιrom ce따야싸야f P빠·

Hei헐lt 32 inchs (81.28 cm )
’

Work Envelpoe Body rotation 360
Shoulder rotation 250
Elbow rotation 270
Wrist flex (pitch) 270
Gripper rotation infinite

Software Robotalk, Rhino-val emulation
Teach emulator demo program
XYZ demo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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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Mark III Controller 의 제원
--

r. ,
’

Configuration

‘ l

Microprocessor

Conununication
interface

Commands

’‘

8 ports fo~、 optically encoded motors to
operate tijC"XR robot and accessories.
'E~~~ port provides 1.6 amps at a nominal 20
volt for motor power, microswitch detection
뻐d optiac~ encoder lines.
2-ports .fQ~ ’non-encoded motors to operate
workcell equipment.
Each port provides 1.6 amps max괴뻐n at a
nominal 20 volts DC.
'8 inputs to read sensors for workcell
development

65021\

RS232C using ASCII characters

START to move motor
QUESTION to check status of motor error
register
STOP t~ stop movement of a motor
INQUIRY to read microswitches on motors
Cto H
J to read status of microswitchs A& B‘
and inputs 4-1
Kto read status of inputs ‘8-5
L tQ turn ON auxiliay port 1
Mto turn OFF auxiliay port 1
Nto turn ON auxiliay port 2 ,

o to turn OFF auxiliay port 2
P to tell controller that next digit it
receives addresses output line to be set
hi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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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보트 제어 맺 관륙 실험

‘

h
μ
L
1μ‘’
사
끼
펴
빼

r
‘
씨
쉰
젠

r
iti

사진 2-2-1 광섬유 다발율 이용한 파이프 내부 환륙 설험 장치의 외관

관혹’내꽉파이프이용한다발율팡섬유’2-2-1윤사진

및 용첩 등의인위척으로 훌， 코랙쩨확펀 파이프에는실험장치이다.

이상상태률따이프의롱해관혹올상태내뿌놓아홈첩율 만률어

8086방법과의한pendent 어|Teach휴k똥로보트의관륙한다.

Assembler는하였다.구동 프로그램올 사용Assembly 언어로 쳐l좌흰

사용하였으며 Linker는Assembler version 4.0율Microsoft사의 Macro

데이타의version 3.51올 사용하였다.Microsoft사의 Overlay Linker

bit의stop2parity ,even7 data bit ,천송속도는 9600 bps이고

제작펀ASCII code률 전송하는데 10bit가 소요된다.fomat으로하나의

프로그램의 천체척연 구조는 아래의 Flowch따t에 나타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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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at。

。utput

d회ay

inc
dataptr

N

restore

。utput

display

Inc
dataDtr

,’‘ :

그림 ‘ 2-2-13. 로보트 구동 프로그램 의 Flow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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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o 로보트에 의해 질험 제확휠 파이프 내부로 광섬유 다발이

이동되면 On-line 모니터링에 의한 내부 장태 관흙 ’ 중 파이프 내부

영상의 이상유부가 확인되면 광록장치의 영상처리부에셔는 정지화상율

，얻게 된다. 사진 2-2-2 는 훌 (hole) 상태률 보여주는 1정지화상이다.

그리고 청지화장운 영상처리 프로그램 IMJ\GELAB에 의해 처리되어

enhance 빚 영상북원듬.의 화질 개선이나， 결합의 르기， 위치 등의

영상청보가 추출훤다. 사진 2-2-3 는 영상처리 후의 훌율 보여준다.

사진 2-2-2 . 광섬유 다발에 의해 전송펀 파이프 내부의 훌 명상

사진 2-2-3 . 영상처리 후의 따이프 내부 훌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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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컬론
’.

본 연구에셔는 광섬유 웅용기슐 개발의 일환;으로써 광섬유 다발률

이용한 완격 내부’관측 빛 영상처리 시스랩율 개발하고 이 시스템의

자동화툴 위해 파이프 내부 관혹 시스템올 구성하고 -차동화 질험옳

수행하였다; 광섬유 다발.윤 광섬유의 저손실， ‘대용량의 천송욕성과

더불어 소형， 검량， 휩성 등의 기계척 성철， 철연성， 무유도성 등의

천기척 륙성 내화， 내수， 내부식성 등의 화학척 생질 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시설과 같은 제한된 작업 환겸이나， 극한 환경에셔 사함의

눈이나， 일반척인 optics 방법으로 첩근하기 어려운 곳의 영상율 얻율

수 있눈 장첨올 가지고 있다. 현채 국내의 경우 광섬유 다발율 이용한

관측장치( 보어 스코프)는 의학계통， 산업분야 등에셔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원자력시설에셔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열교환기

내부검사， 각종 따이프 내 여물질 제거， 핵연료봉 용접 상태 육안검사，

산성용핵 탱크 내부 부식 상태 컴사， Hot-cell 환륙 및 수중 보일러

검사등 여러분야에셔 사용중이다. 그러나 여률의 관륙 작업운 제한될

작업공간 및 작업 시간에셔 행해 진다. 따라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셔의 작업으로 인해 얻어진 관측 염상의 화질이 션명하지 뭇하며，

관측 착업이 불연속척이며， 신뢰성 있는 영상정보률 얻기 어협다.

따라셔 본연구에셔 개발훤 ’팡섬유 다발윷 이용한 원격관혹 및 영상처리

시스템’윤 원자력시설과 같폰 열악한 작업 조건에셔 명상 환륙의

효률성올 높이고， 판측된 영상율 처리하여 영상 청보의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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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화는 물론， 영상의 화질 개전 및 영상정보의 분석율 통한 물체의

인식 및 결함 판톡， 관륙물 제원측정의 일현 작업율 자동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협상청보율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배관 내부 관혹 창치를 자동화하여 학업자의 방사션 피폭향율

최소화 할 뿔 아니라， 확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 신뢰성 있는 데이타률

확보하여 로보트 기술율 도입함으로써 원천시셀의 자동하가 가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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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에 눈율 달아주는 영상처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천되면셔 이

시스템이 다각척으로 활용되고 있다. 천문· 우주· 기상· 지하자원 등

원격탐사에서 부터 문자인식， 분화채 북훤， 의학， 산업현장 국방에

이르기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율청도로 폭넓게 용용되고 있다.

영상처리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척용되는 분야로는 인공위성 자료툴

컴퓨터로 분석하여 천문기상 관측 및 지하자원 탐사 등에 활용하는

원격탐사 분야， 로보트에 감시 • 션벌 • 판단기능 등율 추어 위험지혁

탐지， 화물운반， 부폼조립， 불량품 추훌둥율 자동척으로 수햄하게 하는

산업옹용분야， 그리고 2차원 및 3차원 모델렁율 롱한 화상계륙야나

CAD/CAM 서스템 및 단충 촬영장치에의 활용， 내시경 검사， 성형수출지원

등의 과학기술 및 의학분야툴 툴 수 있다. 이밖에도 영상처리 시스템운

컴퓨터에 시각기능올 부여하여 컴퓨터 스스로 문차률 인식할 수 있도혹

하는 문자인식， 화상천화 시스햄， 컴퓨터 그래픽스， 비더오 아트，

지문인식， 인갑인식 등의 개인확인 시스템， 행청천산망의 주민등몹 관리

시스탬과 같운 화상 데이타 베이스 구축 등에 융용되고 었다.

본 연구에셔는 영상처리 용용기술 개발의 예로 ’영상처리기솔율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투과상 분석 기술’올 개발하고 기폰의

육안검사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봉의 제원측정과 개발된 영상처리기술율

이용한 제원혹청올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고 영상처리기법율 이용한

’ Laser Beam Diagnostic system'올 개발하여 He-Ne Laser의 범 공간

분포 륙성율 혹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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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처리기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루과필톰상 분석

가. 개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래디오그래피 - 검사는 조사후 핵연료외

제원록정이나 결함검사률 통한 핵연료봉의- 건천성 확인율 륙책으로

한다. 핫셀(Hot-cell) X-선 래디오그래띠는 사용후 핵연료 검사에 가장

널려 이용되지만 제원측정 및 결합부 판톱올 거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므로 결함부의 객관척 판한이나 정량척인 제원측정이 곤란하다.

사용후 핵연료몽에 대한 결함검사법인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는 원자력

선진국에셔 일찍부터 널리 이용하여 왔요며， 우리나라의 경우 1978 년

월성로혐 TRIGA 3 봉에 대한 검사부터 시착하여 가압 경수로형. 사용후

핵연료봉 및 종기발생관에 대한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롤 수햄하었고

손상핵연료봉과 원자로제어봉에 대한 검사툴 수햄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X-션 래디오그래피 검사는 핵연료봉 소결체(pellet) 의

갈이， 칙경， 소결체깐 깐척， central voids , 칼라진틈(crack) , 그리고

부풀옴(swell) 등 핵연료봉의 제원율 혹청하거나 결함부률 검사 하는

것으로 원자력 선진국에셔 낼리 이용되어 왔으며 포한 가장 척철한

방법종의 하나이다. 획득훤 X-선 래다오그래띠 형상은 random noise ,

산란광， x-선 륙성，그리고 x-선 발생장치의 기하학척 특성에 의한

그림자상 (unsharp . image) 과 핵연료봉 피사체에셔 발생하는 감마션의

휠륨 감팡효과， 그리고 휠룹 륙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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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조건 둥에 따른 업향요로 많운 잡옵(noise) 울 포함하므로

해상도(resolution) 가 떨어진 혈화흰상 (degraded image) 율 얻게되어

결함여부 판톡이나 제원륙정애 었어 정량척 분석이 어려울뿐 아니라，

결함부판톱에 있어 x-선 래디오그래피 필률의 육안검사에 의존함으로

상당한 불흰함이 있다. 따라셔 본 연구에셔는 기존의 육안검사에 의한

핵연료봉의 제원측정이나 결함부’ 판톡의 불환합과 정량척 제원 혹청의

곤환함율 께거하기 위해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에 영상처리 기법율

도입하여 열화된 영상으로 부터 잡몸율 제거， 영상율 개선하고 개선된

영상으로 부터 영상올 분석， 체원측정 빛 결함부판톡율 자동책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제원륙청용 핵연료용올 제착하여 제착된 핵연료봉에

대한 x-션 래디오그래피 필름상율 얻은 다옴， 필름의 육안검사에 따문

제원측정 방법과 영상처리기법올 이용한 제원륙정방법으로 뼈연료의

제원올 각각 측정하여 혹정청밀도툴 비교하였다.

나. x-션 래디오그래피의 이몬척 배정
‘’‘

x-션 래디오그래떠 시험율 수행하기 위해셔는 그림 2-3-1 과 같이

x-션원과 x-선 시험대상인 피사체 그리고 피사체툴 루과 하여 x-션 상율

기록하는 필톰율 일칙선으로 정혈 (alignment) 시켜 x-션율 피사체에

조사시키변 피사체 벌도와 두께 차아에 따른 x-선 투과팡 참상(latent

image) 이 필름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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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II F,lm

댈팝g짤갔/第~ιA 陽避섣웰

그림 2-3-1. x-선 래디오그래따의 구성도

이 훨톰율 현상 및 청확하여 피사체에 대한 x-선 루과진상(true 피age)

율 얻어셔 필톱판톱(film viewer 육안판톡)으로 피사쩨 내부상태풍율

관찰하고 명가하게 될다. x-션이 따사체에 입사하게 되변 루과와 홉수

빚 잔한이 일어나게 된다. 산한팡율 게거하는 것이 x-선의 선명한 상율

얻율 수 있으므로， x-션 발생장치에는 inherent filter Be 3빼률 사용

하였으며 추가필터 (added filter) 률 사용하게 되변 x-선 질율 더쭉

함상사켜 션명한 상율 얻는떼 기여할 수 있다. x-선 루파 그림차상

Urn윤 그럽 2-3-2에셔 보는 바와 활이 x-션 기하학척 노훌인자인 x-선원

FF’파 x-션원과 피사체깐 거리 d 빚 피사체와 필톰깐 거리 t로 부터

-64-



구할 수 있으므로

Um =FF ’ x ( t / d ) ------------------------‘---- (2)

이 되며 선명한 x-선 투과상율 얻기 위해셔는 x-션 루과 그림자상 1빼l 율·

줄여야 하모로 x-선원 코71 FF ’가 작올수확， tid 값이 작율수몹 선명한

x-션 루과상율 얻율 수 있다.

d

。이eel

Rodl O<J rophic imOQe

U 뉘풋폰{뉴 U
1-
Film

그림 2-3-2. x-선 발쟁장치의 기하학척 노훌인자에

의한 그림자상 -

x-선 노롤 (exposure) E는 x-선 강도 (intensity) I 와， ;노훌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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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time) T의 팝으로 정의되므로

-E=IxT --------------------’-•---------•----- (3)

이고 피사체률 루과한 x-선이 필톰올 감광한 챙도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의 상태롤 x-선 투과필륨 혹화도(film density) D라고 하며

‘ .‘

D=log ( 10 / It) ----------------------------- (4)

으로 정의된다. 여기셔 10 와 It 는 짝각 x-선 입자광의 세기 및 x-션

루과광의 세기률 표시하며 필름혹화도 D는 x-선 부과률 (transmittance)

역수의 대수치입올 알수 있‘으며 x-션 노훌량이 층가함에 따라 x-선

필홈혹화도는 종가하게된다. x-선 루과광의 감광도 (sensitivity)는

contrast 와 definition 으로 나타낼수 있으며 contrast 논 x-션 강도와

피사체욕정에 의한 subject contrastS와 휠륨륙성과 현상조건에 의한

film contrast로 구분되며 definition운 x-션 거하학척 노훌인자와

필툴륙성 및 현상조건에 영향율 받는다. 두께 T 인 피사체내에 두께

‘ T 결함이 존채 할때 x-션 입사광 10가 피사체톨 루파 활때 루과팡 11

파 12는 방사전 감쇄법칙에서

~， .

11 =10 exp(-uT) ----------‘----------------------- (5)

12 :: 10 exp{매(T- ‘ )-u ’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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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어지며 여기셔 u, u’ 는 피사체와 피사체 결함부의 감쇄계수촬

표시하며 석 ( 5) 와 (6) 에셔‘ 두첨에셔의 subject contrast는‘

12 I II =exp (u-u ’ ) ‘ T ---------------------------(7)

12 I II =exp(u ‘ T) --------------------------------(8)

이 되어 subject contrast 는 피사체 감쇄계수 U와 피사체 두께 ‘ T 에

관계됩율 얄 수 있다. 그럼 2-3-3 와 같이 film contrast는 x-선 노훌파

필홈의 혹화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필름특성 곡선 구배 (I)로 청의되며

x-선 필륨 특성곡선의 x-선 노훌이 A, B, C, 및 D에셔의 필륨 혹화도왈

DA t DB , DC , 빛 DC라변 AB와 CD에셔의 형균 film contrast 는

Y'AB ;: ‘ DAB 1(10맹B - 10밸A) ------------…一‘-…----:- (9)

fCD ;: ‘ DCD / (logED- 1ogEC) ------‘----------------- (10)

으로 추어지며 석 (9) 과 (10)에셔 x-선 노훌차가 동일할 경우 필름혹화도

ADAH 와 ‘ DCD 대소는 film contrast 대소에 칙첩 환계 되므로 film

contrast 가 높운 훨륨운 동일한 x-선 노롤로 필륨 ，혹화도차가 콘 x-션

쭈파상이 형성휩옳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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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x-션 필톰의 욕성곡선

다. 영상처리

기존의 x-션 해디오그래피 검사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봉의 처1원혹청 및

결함환의 판톱옴 x-션 래디오그래퍼에 의해 얻어진 훨륨상율 육안검사에

의한 판톡어 이루어지므로 책판책이고 청량척인 판톡이 이루어쳤다고 할

수 없다. 본연구에셔는 x-션 래디오그래피 검사에 영상처리 기법율

도입하여 사용후 핵연료봉의 정량척언 제원혹정과 컬함부 판톡율

자동척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또한 영상악 화질개선， 명상의 분석，

분할 벚 인식율 위한 것으로 연깐여 보기 쉬훈 영장으로 확질의 북원 및

개량율 묵척으로 하는 영상정보 개션과 영상올 수치화하여 컴퓨터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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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차동척으로 영상의 수치해석 측 정량척 제원 혹청이나 연식율

행하는 형상인식올 수햄하였다. 그립 2-3-4 는 본 연구에셔 사용될

형상처리기법의 순셔도률 나타내는 것으파 x-선 래디오그래피 필툴에셔

부터 영상의 철율 높이기 위한 영성개선 (enhanecment) 단계와 청량책

수치해석율 위한 영상분할(Segmentation) 빚 형상인식 단계로

나누어진다.

Radiographic Film

IGr!뇨mag뿜e S잃aQm때m매ulψpan빽nItiz
Gray-Level Quantization

Image Enhancement
。

I Ris야gram Equaliza다。u j

Filtering

Imege Sharpening

pseudo Coloring

Segmentation
。

Edge Detection

Thresboldi끄g

Result

그립 2-3-4. 영상처 리 순셔 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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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ment .

‘ -

결함검사 빚 제원륙정율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명한. 영상율 얻는

단계로 CCTV 카메라툴 통해 4Ox40 nun 코거의 x-선 래디오그래피 필톰의

관심부위가 512x512 화소 그리고·256 휘꼬 (grey level) 의 해상도률

갖는 협상으로 입력되면， 경계선 강조(edge enhancement) 빛 noise 률

줄이기 위해 척절한 공간형역에셔외 image filtering 이나 혼트라스트

강조(contrast enhancement)등의 영상개선 작업이 수행된다.

• Segmentation

2차원 영상의 문석척 묘사방법에 의한 background model fb(x ， y) 이

만률어진다. 압력영상 'f(x ， y) 의 점진적 g효ey level의 변화치를

나타내는 차영상 fd(x ，Y) 플 입혁명상과 background model 의 차형상

으로， 차명상 fd(x ,Y) 눈 다옴과 같이 주어진다.

fd(x , y) = f(x ,y) - fb(x , Y) + canst. ------------• ----(11)

bac않round model fb(x ， y) 는 추파수영역 또는 공칸영역에셔와 Low pass

filter이므로

m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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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fb(x ,Y) = f(x ,y) * h(x ,Y) ---------------------------(13)

와 같여 얻어진다. 여기셔 GG 는 inverse Fourier Transform율

나타내며 AF(u ,v) 는 f(x ,y) 의 Fourier Transform를 나타낸다. 식(13)

에셔 const. 는 차영상이 옴의 grey level을 가지는 것율 방지하기 위한

상수로 120올 사용하였다. 차영상 fd로부터 결함검사 빛 제원확정율

위한 톡징점 분할작업으로 threshold operation이 사용되었으며

핵연료봉 제원측청폰 threshold 영상 ft띄 profile line에셔 peak치간

거리툴 계산하므로 이루어진다.

라. 살혐 빚 결과고찰

본 연구에셔는 고리원차력 발천소에서 2주기 동안 연소한 초기노섬의

핵연료 집합체에셔 추훌한 핵연료봉올 시현으로 씬청하였다. 핵연료봉

제원측정의 측정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르칼로이(zircaloy) 피북관，

미조사 연료소자，스프링 !하단마개 벚 상단마개로 21cm의 미초사

핵연료몽율 제작(그럽 2-3-5) 하혔으며， 각각의 시환율 핫썰 x-선

루과실험올 수행하여 x-선 각 시편의 투과필롬상월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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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3-5. 제착흰 제원측정끊 핵연료봉

영상처리 시스템은 팡원 (li양It box)울 x-선 투과필톰상에 루과시켜

그투과광율 포착하기 위한 저조도용 CCD 카메라， 카메라로 부터

출력되는 영상율 컬퓨터에 인터페이스 시키고 영상처리툴 행하는

FG-l00-I024 영상처리 보드， 그리고 처리원 영상뜰 훌력하거나 져장하기

위한 비데오 레코드， 칼라 모니터 빛 하드 카피아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3-6운 영상쳐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D/A
con'맨ner

ImAge store

Unage processtng
system

controller
A/D

con'lerter

Ught
“ .bo:!:’

Camora

그림 2-3-6.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E류파상 분석

명상처리 시스템의 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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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에 루사훤 x-션 투과필름상의 관심부위 (40X때DID) 는 초첨거리

12.5-75unn 줌렌즈 및 첩사렌즈 (close-up lens) 뜰 저조도용 차메라에

접속하여 확대영상율 얻었으며， 광원 300 X400 X 100 의 box에 10

와토용 혐팡햄프 4개를 등간격으로 배열꽉고 난반사 유리판율 사용하여

투과광의 셰기가 균일하도록 하였다. 사진 2-3-1용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투과훨륨상율 컴퓨터에 입력한 원래영상과 제시된 영상처리 순셔에

의거하여 영상처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원래의 명상운 많운

잡옴으로 인한 몽롱화 상으로 연료소차(pellet) 깐 첩혹변 및 피북관과

연료소자간의 구벌이 불가능하나 개선된 영상에셔는 이률의 구벌이

가능함율 보여준다. 사진 2-3-2은 핵연료봉의 소결체 길이률 륙정하는

예률 보여주는 것으로 명상처리의 _se맹lent 단계에셔 얻윤 차영상 ft의

profile line 의 peak 치간 거리률 계산함으로 얻올 수 있다. 표

2-3-1 윤 육안검사법 및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제착한 표준뼈연료용

시현의 핵연료봉 칙경， 연료소차 길이 및 직경의 명균값파 표준현화률

나타낸 것이다.핵연료몽 칙경 및 소결채질이와 경우 형상분석에 의한

방법이 x-선 래디오그래피 필륨으로 부터 얻은 결과보다 륙청

상대오차법위률 112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결체 칙경인 경우

영상분석에 의한 방법이 X-선 래디오그래피 훨뜸으로 부터 얻윤 결과

보다 륙정상대오차 범위가 115로 감소한 첼과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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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래디오그래피 필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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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쳐리 후의 영장

사진 2-3-1. x-션 래디오그래피 필름 영상과

영상처리후 영상의 1:11 교

- 74 -



t

’

사진 2-3-2. 차영상의 profile line으로 부터

pellet의 직겸혹정

표 2-3-1. 체작훤 표준 핵연료콩의 제원측정 결과

S뻐lple 1.

측정회수 1 2 3 4 5 6 7 명균

1. 캘리퍼스 10.77 10.77 10.77 10.76 10.76 10.76 10.77 10.76
2. X선 12.01 11. 99 12.07 12.08 12.11 12.20 12.15 12.08
3. 영상처리 11.89 11.89 - - 11.89

Sample 2.

혹청회수 1 2 3 4 5 ,. 6 7 명균

1. 캘리띄A 9.24 9.24 9. 2.6 9.27 9. 2.6 9.27 9.26 9.26
Z. X선 10.30 10.34 10.29 10.29 10.33 10.23 10.17 10.28
3. 영상처리 10.16 10.15 - -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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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론

육안검사에 의폰하던 핵연료 x-선 투과상 분석뜰 영상개선 및 영상의

수치화를 목적으로 한 영상처리기법율 이용하여 다옴과 같혼 결롤율

얻었다.

1. 영상처리 거법율 사용하여 사용후 핵연료몽의 x-선 루과훨툴 상의

영상분석올 수행하여 x-선 투과상의 선명도뜰 향상시격 핵연료봉의

피북관， 핵연료소자 및 핵연료소자 간격에 대한 시각척 판벌율

용이하게 하였다.

2. 명상분석에 의한 핵연료봉 제원축정픈 x-선 래디오그래피 필를에셔

얻은 결과보다 핵연용칙겸 빚 소결체 킬이인 경우 륙청상대 오차7}

1/2, 소결체 칙경인 경우 측정상대 오차범위가 1/5 감소한 결과률

얻었다.

3. x-선 래디오그래피의 기존 육안검사에 의한 혹청방법에 비하여

척은 시간과 노력으로 핵연료봉의 정확한 제원혹청 결과 획득이

가능하였으며 영상처리기술율 바항으로한 실시간 x-션 루과상환적

서스템의 구현율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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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ser Beam Diagnostic System 개발

가. 개요

최근률어 과학과 산업 천반에 걸쳐 레이저 용용이 활발해지면셔

레이저 자체에 대한 정확한 특성 분석이 펼요하게 돼었다. 륙히 레이져

핵융합， 레이져률 이용한 불성 분석， 레이저률 이용한 미량원소 분석 둥

많윤 레이져 용용붙야어l 있어셔 레이저 빔의 공간척 륙성에 대한 자료는

필수척이며 i 따라셔 이의 분석올 위한 레이저 범 진단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레이저 용용 연구분야에 따라셔는 고출력과 함께 다양한 파장율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래이저 따장의 천환율 위한 SHG

(second harmonic generator) 또는 THG (third harmonic generator)률

사용하게 된다. 아때 레이저 빔의 공간적 세기 펀포가 SHG 혹은 돼G에

영향율 미쳐 전환 효율의 변화를 가져오며 경우에 따라셔는 이에 심각한

손상율 입히게 된다. 최근툴어 GRM (graded reflectivity mirror)율

사용한 레이저 공진기 개발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공간척 세기 분포

개선에 많은 진천율 보고 있으나 레이저 거울의 reflectivity profile에

따른 공간 모드의 변화에 좀더 많운 연꾸가 뒤따라야 하며， 이와 함께

공간 모드의 분석옳 .위한 레이저 범 진단 시스뱀의 개발도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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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레이처 빔의 공깐 분포 퓨성 연구올 명상쳐리 기법율

이용해 차동으로 분석하는 레이저 범 진단 시스템올 개발하고， CW Laser

(He-Ne Laser) 에 대한 빔의 공간 분포 특성을 측정， 분석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으로는 레이져 빔의 꽁깐 푼포 3차원 모델링，

Psendocoloring, Radial profile , 및 Horizontal/Vertical profile

등의 륙성율 조사할 수 있다.

나. Laser Beam Diagnostic system

본 시스햄윤 레이저 빔의 공간 분포 특성율 영상쳐리기법율 이용하여

자동분석하는 장치이다. 시스탬 구성도 그림 '2-3-7 에셔와 칼이

시수템운 Laser 빔율 CCD Array 카메라로 받아률이게 하는 감쐐 휩터 및

/r-aeJ.A화enuater

~마、‘

F--- 됩 v ν

H+ 줬훌b-.__-‘- ’、、
κ남~-

Be-Ke 1A톨er 』 찌480 cam훌ra

‘

80ft 뇨낼F .-lIa빠뻐t proo훌야IIIComputer 1Dl1t.

그림 2-3-7 Laser Beam Diagnostic system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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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카메라로 구성흰 레이저 범 수광부와 video 신효롤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키고. video 신호처리를 저장 하거나 video 신호툴

처리하여 빔의 공간분포률 분석하는 video 신호 처리부로 나누어 진다.

사용된 레이처는 lOmW의 CW (continuous wave ) He-Ne Laser로 video

카메라의 CCD array의 허용 saturation power 6.5μW/cm 률 녕지않게하기

위해 다중 캅쇄 필터톨 사용하여 CCD array 7} saturation 되는 것율

막았다. 사용훤 video카메라는 979 오리앤탈 CCD 카메라로 6.39 X4.88

nun의 scane area률 가지고 있다. Video 카메라로 부터의 롤혁 신호는

AID 컨버터툴 통해 video rate (1 초당 30 frame) 로 디지타이처 되어

Frame grabber FG-IOO-AT 에 처장흰다. Frame gra1Jber FG-100-AT는 512

X 512 그리고 8bit의 해상도툴 가지며， 4개의 512 X 512 fr，없ne롤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3개의 입력 video 신호뜰 선택척으로 받아툴일

수 있어 멀티 채널 영상처리가 가능 하다. Frame grabber에 의해 frame

단위로 처장훤 video 신호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며， 처리된 frame

video 신호는 활라 모니터률 통해 룰력편다. 이때 사용훤 모니터는

FG-I00-AT 의 연터레이스 훌력신호 방식에 맞고， 빔의 pseudocoloring

(의색처리)이 가능한 칼라 인터레이스 모니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스댐의 Host 컴퓨터로 256K EGA (Enhanced Graphics Adapter) 보드， z에

메모리률 가진 IBM PC/AT툴 사용하였으며， 밤의 ponit intensity툴 알기

위해 빔의공간 좌표률 microsoft mouse 를 연겸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얻어는 Microsoft version 5 complier웰 사용하는 C언어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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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의 운용 및 실험

사진 2-3-3는 시스템의 main menu툴 나타내는 것으로 본 시스템에셔는

레이저 빔 분석 프로그램 L_B_D (Laser Beam Diagnostic) version 1.2률

개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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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er Be월n Diagnostic System ******** 0: Mouse *
* 1: 파뼈.ge acquire 없ld clear operation *
* 2: Image save 없ld restore ** 3: 많eudo coloring ** 4: Dyn월nic or Static Lut *
* 5: Cross section display ‘ *
********************************************

사진 2-3-3. 시스템의 Main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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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menu에셔 ‘’'0:‘ Mo~se' connn뻐d는 범 영상의 llOint intensity 나

point의 좌표를 알기‘ 위해 사용되며， ’1: Image acquire and clear

operation' ~ommand는 video rate 로 입력혜는 영장신효(사진 2-3-4) 률 1

frame 반율 고정하여 저장하거나 앵상 모니터를 원하는 책으로 지우는데

사용된다. ’2: Image save and restore' command논 command ’1: ’ 에

의해 입력된 2영상정보툴 Hard disk에 저강 하거나， Hard disk에 처장된

영상정보툴 Frame grabber에 옮겨놓는 일을 한다. ’ Pseudo coloring’

command는 법의 공간 분포의 t 식별하지 편리하게 intensity level (gray

level) 에 따라 척당한 씩으로 대체하여 식별율 용이하게 하는

의색처리툴 나타낸다. 표 2-3-2는 intensity level에 따른 책의 배치률

나타내며 사진 2-3-5는 입력 빔의 pseudocoloring콜 보여출다.

표 2-3-2. intensity (gray) level 에 따른 색상의 배치
r ‘

Gray Level Color Gray Level Color

a - 18 Block 127 - 144 Light Cya끄

‘19 - 36 - ‘ Dark gray 145 - 162 Red

‘
37 - 54 Blue 163 - 180 Light Red

.-
、

55 - 72 IJ.ght Blue 181 - 198 ‘ Magenta

73 - 90 Green 199 - 216 Lt. Magenta

91 - lOB Light Green 217 - 234 Brown

109 - 126 Cyan 235 - 255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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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4 입혁명상 (Laser Beam 영상)

사진 2-3-5 레이져 뱀의 pseudoco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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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ynamic or Static Lut ’ counnand는 Frame grabber 훌 조작하여

칼라모드 포는 혹빽모도로의 컨환율 하며， ,'5: Cross section display ’

co빼and는 레이처 법의 공깐 분포률 나타내눈 것으로 사진2-3-6의

menu와 같이 ，mouse의 위치 화표에 따른 Horizontal I Vertical profile

및 Radial profile 파 이의 형균 profile률 나타내게 하며 또한 3차원

공간 모탤렇윷 나타내게 한다. 사진 2-3-7 에셔 사진 2-3-10는 레이져

법의 Horizontal/ Vertical profile. Radial profile 빛 3차원 공간

모델링율 보여준다.

*********** Display-cross section ***********
* *

** 0: quit
*** 1: Y axis Cross-section ** ’ 1-1 : Averaged Y axis Cross-section *
*** 2: X axis Cross-scetion *

* 2-1: Aver짧왜 X없is Cr。gs-sceti。n t
** ‘ 3: 없di화 profile ** 3-1: Averaged Radial profile lf:

*** 4: 3-Dimerigi。rial modeling · $
**********************************************
Select 없} option by its n내n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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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2-3-7. Horizontal profile

사진 2-3-8. Vertical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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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9. Radial profile

사진 2-3-10. 3차완 공간 모델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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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 몬

명상쳐리기솔 용용분야로 ’레이저 범 깐단 사스템’율 개발하고 cw

레이져인 He-Ne 레이저에 대한 빔 공간 분포 륙성올 분석， 질험 하였다.

시스템에는 빔 분석 프로그램 L_B_D (Laser Beam Dignostic) version

1. 2촬 개발 사용하였다. L_B_D version 1.2에는 mouse률 인터쩨이스가

가능하여 mouse에 의한 위치 정보 빛 이의 point intensity률 협게 확인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운 FG-I00-AT 4 Frame grabber톨 사용하였기 때문에 512 X

512 , 8 bit 해상도률 가지며， 3개의 입력신호뜰 선택척으로 받아툴얼

수 있으므로 멀티 채낼로 시스탬올 확장할 수 있다. 최근률어 레이처

용용이 활발해지면셔 레이처 자체에 대한 정확한 특성 분석이 요구되며

이의 환석율 위한 레이저 범 진단 시스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셔 본 시스템운 레이저의 법의 특성 연구에 많윤 혁합율

활것으로 기대훤다. cw 레이저에 대한 법 공간 분포 륙껑과 아울러

훨스 레이처에 대한 공간 분포 진단 시스템으로의 확장 빚 소프트째어

보완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영상처리기술파의 유기척 결합에

대한 연구가 좁더 심도있게 진햄 되어야 웰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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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자항

본 연구에셔는 지난 해에 수행한 감마선효과 연구에 어어셔 광섬유에

대한 혈충성자 효과툴 이론척으로 고찰하고 열충성자에 조사훤 광섬유의

전송손실 변화률 측정하므로써 원자력 시설에서 광섬유률 척용하기 위한

방사선효과 실험율 완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차 원자력시설에서

광통신 시스템， 광섬유 센셔 등올 척용하기 휘한 기초자료로 활용훨 수

있올 것이다· 1996년 완공될 원자력 발전소 영팡 3, 4 호기의 ，마lta

acquisition system 과 Core protection system 등에 팡섬유툴 척용할

예정요로 있어 본 연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광섬유 용용 기술 개발 운야로 Image Fiber롤 이용한 현격판혹

및 영상 처리 시스랩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댐은 Imge Fiber로 관록훤

영상올 영상처리기술로 개선시켜 관측의 신뢰성올 놓입과 동시에 ”륙정의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영상처리기술율 활용하‘
“ .

여 원자력 레이저범 진단시스댐과 x-선 투과상 분석시스템율 개발하묘로

써 영상처리기술의 활용 범위를 높이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혈중성자는 광섬유 구성 물질과 반용하여 이차 이온화 방사선율 발생

시건다. 발생된 방사선윤 광섬유 로아내에 칼라 센터를 생성시켜 천송

손실율 증가시킨다. 얼충성자 효과 측정실험에 사용훤 팡섬유는 국내

4개 회사에서 제조된 광섬유와 외국에서 제조된 팡섬유이다. 질험 결과

팡섬유 코아에 도우핀된 P, Ge , B의 영향으로 다중보드 광섬유의 손실이

단일모드 팡섬유보다 코게 나타났으며， 방사선에 민감한 팡따장 0.85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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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셔의 손셀01 1. 3μm에셔의 손질보다 른 것으로 나타놨다. 또한 멸종

성자 차혜성이 우수한 코텅 채질율 가진 팡섬유의 손실이 작았다. 감마

선과 충성자효과 실험결과 원자력시설의 공간션량분포로 보아 DAS등의

고속대용량 데아'E.}천송울 광섬유로 실현할 수 있으며 피북과 코아채질율

보강함으로써 공간선량이 놓운 구역에셔도 활용될 수 있울 것으로 사료

흰다.

Image Fiber를 이용한 원격관흡 및 영상쳐리 시스햄은 원차력 시철에

다수 촌채하는 제한훤 작업환경 또는 극한 환경에셔 사람의 눈이나 일반

척안 광학척인 방법으로 관혹이 어려운 곳의 영상율 얻율 뿐만 아니라

화철율 개선하여 신뢰성 있는 환륙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되었다. 본

시스템운 로보트 등의 자동화 기술과 함께 웬자력 시셜에셔 증기발생기

천멸환 검사， 열교환기 내부검사， 핵연료봉 용첩부 검사 풍에 활용훨

수 있율 것이다.

또한 영상처리가솔 용용분야로 개발된 레이처법 진단시스햄운 각종

레이저의 빔에 대한 공간분포률 관찰 및 분석할 수 있어 레이져 개밭

빚 용용분야 발건에 론 도물이 되리라 사료되며， PI 시설의 요구로

재활훤 핵연료에 대한 x-선 루과상 분석시스템윤 기존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핵연료 운석율 영상처리기술율 사용하므로써 시간과 노력의

단혹파 아울러 청확한 분석율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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