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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文

I. 제 목

전문가사스댐 (Expert System)의 원자력 분야응용을 위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 인공지능의 원자력 분야 응용을 위한 기술 자렵

2. 전문가 시스탬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3. 증기 발생기 검사 전문가 시스댐의 실용구현

4.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원자력의 안전성 및 이용율 향상

5. 전문가 시스댐에 의한 경제적 이득.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설용증기 발생기 검사 전문가 시스댐에 대한 요구분석

2. 실용 증기 발생기 검사 전문가 시스댐의 설계 및 구현

3. 신호처라 프로세스의 확장

4. 증기 발생기 아력 떼이타 관리 시스댐의 요구분석 맞 설계

5. 전문가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분석 및 설계

V I. 연구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인공져능 기술을원자력 분야에 적용할수 있는 환경을조성학였으며 이를

바탕으로하여 실용을목표로하는원전증기발생기검진전문가시스댐을설계

구현하였논데 여는단순이상신호추출 및 분석 능력이 았다.



이 전문가 시스렘에서 연구 개발된 쩨부 사항을 요약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Syntactic representation of the ECI’ signal

· Object-oriented representation of the ECI’ signal evaluation knowledge

· Production system approach to design expert system

· Intelligent user interface

· Relational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based ECf history data base

· IEEE488 based real time data acquisi디on

또한비 인공지능프로그랩과의원활한 첩속을위해 모든 프로그램을C 언어로

구현하여 C/UNIX 환경 하에서독자적￡로개발 및 수행이 되도록하였다.

전문가시스탬의실용을위해서는 인간전문가의지식을최대한효과적으로

추출하여 컴퓨터에 이식시커 컴퓨터 전문가시스탬의 지능의 핵심인 지식기반

(knowledge base)을 얼마나 충분히 확충시키느냐가가창중요한관전이다.따라

서 본전문가시스탬에서도변경되는지식또는추가되는지식들을쉽게컴퓨터

의 지식기반에 이삭활 수 있도록하는기능에대한추가적인확장및보완이 필

요하며， 이 지식 기반을근거로하여 이루어진 컴퓨터의 판단에 대하여 이용자에

쩨 셜명 해줄수있는explanation기능에 대한지속적인연구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본과제수행의 결과축적된기술의 활용을위해서뿐만아니라 안전

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때 전 원자력 분야의 인공지능화를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 결과든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진 공정에 활용되어 증기

발생기 전열관 검진의 신뢰도를 향상시커며， 또한 인적， 시간적 절감 효과를

포모하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 운전에 기여할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본 연구

개발결과 축적된 기술을전 원자력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있으며， 그것은 결

국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의 산뢰도 및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SUMMARY

I. Prl이ect Title

A Study on Expert System Applic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없e:

1.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iques for the nuclear power industry

2. To set up a suitable environment for building expert systems

3. To build an practical expert system for steam generator (S/G)

EddyeuπentTesting (ECf)

4. To increase the safety and the avail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by using AI

5. To save the cost by using expεrt eystems in the nuclear powεrindusσy.

III. Seo뿜 and Contents of the Pr，이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the following :

1. Requirements analysis for practical S/G ECf expert system

2.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ac디.cal S/G ECf expert system

3. Improvemet of signal processing

4. Design and requirements analysis for ECf History database system

5. Design and requirements analysis for User Interface of Expert system.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environment to apply Artificial Intellegence (AI) techniques to the nuclear

power industry was set up. A prac디C떠 expert system for S/G ECf which

can detect and analyze simple abnormal signals was designed and built.

The following areas were studied in building the expert system.



· Syntactic representation of the ECI‘ signal

· Object-oriented representation of the ECI‘ signal evaluation knowledge

· Production system approach to design expert system

· Intelligent user interface

· Rela디onal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based ECf history data base

· IEEE488 based real time data acquisition.

All programs are written by C language under C/UNIX environment for an easy

connection to the other non- AI programs.

The expert system can be used to aid human expeπsinevalua파Ig the ECI’ sign떠.

However, the expert system requires more enhanced knowledge-base for apractic머

use. Furthermore, the expert system needs explanation function which can explain

the reason why the expert system induced such a conclusion 표 the users ask.

까I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iques to the nuclear power indusσy

should be continued in the point of using the acquired AI techniques, and e야>ecially，

in view of the safety and cost-benefit of the nuclear power industry.

깎Ie result of this project w퍼 improve the inspection of S/G V-tubes and save

manpower and the cost, and eventually conσibute to the safer 0야r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As a sideeffect, the technology acq띠red during the research of this

prl이ect can be applied to other nuclear areas, and which w퍼 eventually improve

the reliability and cost-benefit in the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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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그동안 원자력발전의안전성 및 생산성향상을위하여원자력분야에서는

설계， 운전， 제어 및 안전성 분석 분야에 컴퓨터를 많이 이용해 왔다‘ 근래 선진국

에서 발생한원자력 발전소사고이후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의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여 원착력 발전소의 안전

성을높혀보고자하는 연구가활발히 시도되고 었다. 원자력 분야에 응용되는 신

기술중현재가장그활용도가기대되는것중의 하나는바로전문가시스댐기술

로 선진국에서는 이며 reactor 고장진단， shutdown 없alysis， emergency response

instruction등의 분야에 이 기술의 응용을시도하고있으며 실용서스탬의구성을

위해활발히 연구를진행하고있다[10， 11]

전문가시스탬이란전문가의해석또는전문가의지식을요구하는분야에대

해 컴퓨터를이용하여전문가의 진단에도움을주거나，많은부분전문가를대신

할수 있도록구성된소프트웨어를의미한다 [2,3]. 전문가시스댐의 기술은경험

적 지식을 필요로하는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았으나원자력 분야에 었어

전문가시스댐의기술은사람의실수가 발생하기 쉬운부분과，경험적 지식이 중

요하게 작용하는고장진단분야등에아주유용하게이용할수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호응하여 지난87년 부터 전문가시

스댐의 원자력 분야에 응용에 관한 연구를진행해 왔으며 이제 Personal Computεr

를이용한전문가시스탬의연구는마무리단계에 았다. 본연구는워크스테이션

을 이용한확장된 시스탬을실제 발전소에 설치될 목적으로한전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동 2단계 연구가끝나면 본 전문가시스댐은실용 전문

가시스맹으로서는국내최초가될 것으로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와전류탐상( Eddy Current Tesring :Eσ)에 의한증기

발생기 검사분야혜 전문가 시스댐은 현재 사용되고있는 기폰의 와전류 탑상

- 1 -



폰 연구에서 선정한와전류 탐상( Eddy Current Testing :Eσ)에 의한증거

발생기 검사분야의 전문가 시스댐은 현재 사용되고있는 기존악 와전류 탐상

법에 의한증기 발생기 검사법을전문가시스탬의기술을이용하여 대처해보고

자하는 연구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중가장취약한부분이증기발생기파

손에 의한운전정지라는것을고려한다변기존의 와전류 탑상증기발생기검사

의 몇몇가지 단점을보완할수있는전문가시스댐의도입은지극히당연한것

이며，와전류탐상기술을위한전문적기술의 안정적 확보라는측면에서도중요

하다. 현재 국내의 증기발생기 전멸과검사 실태는 자격을강춘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며，전문가는컴퓨터화면에나타나는방대한 양의 전열관 (7，α)() - 15,000

개/호기) 신호를일일이 주시하면서이상있는신호를전문가가육안으로감지하

여야 하는데 이러한방식은아래와같은 몇가치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지루한작업으로인한이상신호소홀가능성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견해차 및 판단착오의 가능성

.와전류검사전문기술의 안정적공급의 미보장

.방대한자료처리에 따라요구되는 많은시깐과 인원

위와같은와전류탐상증기발생기 겸사분야의 실태는전문가시스댐의 기술

도업을 필요로 하며， 전문가 시스탬 채발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전문가

의 확보는 본 연구 개발탐에 Eσ 신호평가 전문가를포함시킴으로써 해결하였

다.또한본시스댐은 기폰의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가전열관파손문제로가

동중지 경험이 았어， 현장관계자에 의해 검사기간및 인원을절감할수 있는새

로운 까술의 도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도그 활용성이 보장된다고 하겠다 [12].

본 연구는 이러한요구에 부응하여 실용 층기 발생가 전열관검사전문가시

스탬을위한 실용시스템의 셜계 및구현을 이미 하였으며， 전문가 시스댐의

신호 처리 부분， 이력 데이타 관려 시스댐 및 사용착 인터페이스부분을 확

η
ι



장 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실용가능한전문가시스탬이되기위해서는

전문가시스댐 주요부문 자체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비 인공지능 프로그램

부분연 데이타베이스，그래팩스， 또는실시간자료수집 부분과의프로그램 상

와 접속도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여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시

스댐의 기본 approach는 rule 기 반의 production system approach를 따르면서도， 전

문가시스댐의 주요 부분의 하나인 지식 가반(knowledge base)의 구축을 위해서

는 첨단기법인 C언어 상에서의 객체 지향적 방법(object-oriented approach)를 01

용하여 구현 하였다[2-3]. 이로 인해 인간 전문가의 모호한 지식이 보다 명료하

개 컴퓨터에 표현될수 았었으며 지삭틀간의 연관성 (hierarchy ， priority, inheritance

등)의표현이 용이하여 rule 기반의 지삭표현 기법이 가지는구조적 단점을해결

할수 있었다[2-3]. 또한 비 인공지능프로그램과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모든 프

로그램을 C 언어로 구현하여 C/UNIX환경하에서독자적으로개발 및 수행이 되

도록하였다. 전문가시스댐의실용을위해서는 인간전문가의지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추출하여컴퓨터에 이식시켜 컴퓨터 전문가시스탬의 지삭 기반

(knowledge base)을 얼마나충분히 확충 시키느냐가가장중요한관건이다. 따라

서본전문가시스댐에서도변겸되는지식또는추가되는지삭들을쉽게컴퓨터

의 지삭기반에 이식활수 있도록하는 기능도구현하였으며， 이 지식 기반을근

거로 하여 이루어 진 컴퓨터의 판단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 해줄수 있는

explanation 기능도부여 하였다.

그림 2.1는본설용증기발생기검사전문가시스탬의전체적인 구조를나

타낸 것이며， 본보고서의 제 2 장제 1절에는 현 증기 발생기 검사 방법에 대

한 고찰을 위하여 ECf의 원리 및 현채 세체적으로 가장 보펀화 되어 있는

증기 발생기 Eσ 검사 장비인 MIZ-18 동작원리 그리고 MIZ-18 데이타 분석

을 기술 하였으며 저112절에는 선호 해석 및 전문가시스댐의Kernel부분， 이

력 데이타 관리 시스뱀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각각의 기본 재념 ,요구분석 및

- 3 -



설계를 서술하였으며 제 3 절에서는 시스댐의 검증 및 확장성에 관하여 서

술하였다. 마지막 제 3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앞으로의 계속적안 개발을

위한 건의사항을서술하였다.

knowledge and
history data base

...... ~-...... ......

internal
knowledg

base

data acq.
eqUIpment

inferenc
engme

s필mil representation
and eventexttaction

a

.-..~ - .....
'~·a ••••• 、

n:-. •• II빼

톰-..- ..........

‘~'-' ‘

메 遭훨홈
_._..---.

m

‘""-킹-

.“

-…

훌-

〈그립2.1> 증기 발생기 검사 현문가 사스댐의 전체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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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3검L 프료
'L- l.....-

제 1절 Eσ 원랴 및 MIZ-18 동작원리

1. ECf원리

와전류탐상(Eddy αlrrent Testing, ECI’)이 란 낮은 주파수(-2MHz)의 전자기

장을 이용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이다(4-8].

전자기장은교류가흐르는유도코일에 의하여 생성되며시험체가전자기장

에 미치는영향은코일의 임피먼스(Impedance) 또는유도기전력의 변화에 의하

여 탐지될 수 있다. 시험체가 전자기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려면 시험체는 전

도체 또는 강 자성체라야만 한다. 전자기장은 시험체의 형태， 위치， 전겨전도

도， 투자율얘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시혐체의 이와같은 변수들에 대한 검사

가가능하다.

전기회로에 전류가흐르면그주위공간에는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공간

의 각점에서의 자속밀도(Magnetic Flux Density)는 Biot-Savan 법칙에 의하여 구

해 지며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러므로코일에교류가흐르게되연 그주위

공간에는시간적으로변화하는 자기장이 생성된다.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화

하는공간내에 전기회로가있을경우이회로에는 Faraday 전자유도법칙에 의하

여 유도 기전력이 작용한다.

코일에 교류를보내면 코일 주위에는교번 자기장이 생성되며 여기에 전도체 또

는자성체인시험체를갖다놓으면이시험체는무수히 많은전기회로들이 결합

된 것으로간주되어 각회로에는유도기전력이작용함으로써 전류가발생하는

데 이때 발생한 전류의 모양이 맴돌이와같아서 와전류라는이름이 붙게된 것이

다

Faraday 볍칙에 의하여 시험체에 작용하는거전력도코일와 교류와같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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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서 진동하묘로 와전류도교번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 자기장이 다시

코일얘 유도기전력을추가하여 코일에는 결국시험체가 없을 때의 전류와는 다

른값의 전류가흐르게 된다.

야상에서 설명한과정을도표로써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코일교류 교번자장 와전류

1--' ~
10 .9' 0 l ’

교번자장 I I 코일교류
-를I 1--.

.8 '1 I I II

유도된 와전류는 시험체의 전기전도와투자율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받

으며 또한전류가흐르는경로는시험체의형태나결함의존재여부에따라저l

한되거나왜곡되게된다.따라서시험체에결함이있을경우에는코일에흐르는

전류가결함이 없을때에 비하여 달라지게되는데 이러한경우에는위악도표가

다음과같이된다.

와전류 I I 교반자장 I I 코일교류
~f ,-.코일교류

10

교번자장

.9' 0 1 ’ .0 '1 12

그러므로다른모든조건이통등한상황하에서 코일에흐르는전류의 변화

를 측정한다면시험체에결함이폰재함을탐지할수있을것이다.

이상에서 셜명한내용이 ECf의 근본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Eπ 이론을논의함에 있어서는코일의 암피먼스개념을도입하는것이

펀려하다. 코일혀 잔팝플 ho로 펄청하게 유치할 정우서휩채차 잃을혜，결합식

없는시험체가있을때， 또결함이 있는시험체가있을때의코일의 임펴면스는

각각다음과같이 나타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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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ZJ;) ::::: -------

10

Eo
Z1::::: -

11

Eo
Z2=--

g

따라서코일에흐르는교류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기장에 대하여시험체가미치

는 영향은코일 임피먼스의 변화로나타나게 된다.

ECT의 실제적인 방법으로 보통 두개의 코일로써 Bridge 회로를구성하고

두코일이 모두시험체의 건전한부위에 았을때 회로가펑형을이루도록보정을

실시한다음검사를하게 된다. 코일들이 시험체의 다른부위로 이동을하여 가

다가 어느 한코일어 결함부위로접근을하게 되면 그코일의 임피먼스가증가

하게 되어 회로의 평형이 깨어지면서 결함의 산호를나타내기시착한다.

임피변스는코기와위상으로써나타내어지는양이므로임피먼스의변화를

의마 하는 ECf신호도진폭과위상각을갖게되며 신호의 전폭과위상각을분

석함으로써 검사대상에 대한여러가지 정보들을얻게 되는것이다. 가령 증가

발생기 전열관을 겸사하여 결함플을검출하고자하는경우에논미리전열관

에 인공결함틀을가공하여 이 결함들에의한Eσ신호들의 진폭과위상각을기

준으로하여 검사에서 나타나는 선호들을비교함으로써검출된 결함의 종류나

코기등을 펑가하게 된다. 코일애 흐르는 교류의 주파수가 변화하면 나타나는

ECf 신호도 달라지므로， 근래 에는 한꺼번에 여러개의 주파수를이용하여 선

호들을수집하고각주파수의 신호를기준 신호와비교평가함으로써검사결과

의 신뢰도를높힐수 있는다중주파수Eσ기술이 많이 사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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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IZ-18통작원리

가. 구성장벼

( 1 ) HP 9836A Computer (4* 156 Kbyte RAM Cards)

(가 ) 2-Channel DMA Controller

(나 ) GPIO Interface card

(2 ) Data Cartridge Recorder HCD 75-Z

(3 ) MIZ-18 Remote Data Acquisition Dnit (RDAD)

{가 ) Acquisition Software

(나 ) HPIB to MIZ-18 Interrace

(다 ) HPIB Cable

(라 ) MIZ-18 Remote Cable

(4 ) HP 2671G Graphics 만inter

나. 장비특성

( 1 ) HP 9836 Computer; Motorola MC 68α)() Microprocessor, 390 x

512 Pixel Graphics Display, 2 Internal5 1/4" Disk Drive 및 IEEE

488(HPIB) Interface를 기본요로하여기억 Memory용량약1M

byte RAM , 2 Channel Direct Memory Access (DMA) Controller

와Gener.떠 Purpose Input Output(GPIO) Card를 갖춘다.

(2) Data Cartridge Recorder (HCD-75 Z); 3M HCD-75 Digital Cartridge

Recorder를사용하는데 자료녹음에사용되는 16 bit Parallel

Bus와고장진단또는다른 System콰 연결목적으로RS-232 C

Port 한객가 있다， 600 it Pre-formated Data Cartridge (Scotch

DC 600 HC또는동급)를사용하여 16 Track 2-.로녹음하는데

Cartridge 한개의 용량은 67.1 Mbyte 여다. GPIO Interfa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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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9836 Computer에 Data를 전송한다.

( 3) MIZ-18 Remote Data Acquisition Unit;주피-수발진，Coil Multi -

plexing, Signal Digitization, Computer Data 전송등의 겁사기능을

갖추고있다.한꺼번에 4개의 주파수를사용하여검사할수있

는다중주파수장비로최고 8개의 Coil을접속하여검사할수

었으며 Abs이ute Mode와 DifferεntialMode로검사가능한 장

비이다. HP 9836 Computer와 Differential IEEE-488 Bus (Remote

Cable, extended up to 1000 ft)로 Data를 전송하고 Computer

(HPIB) to MIZ-18 Remote Cable을 Interfacing한다.

(4 ) MIZ-18 Acquisition Software; Multi-forth OS 를 사용하여 ZETEC

사가개발한 Software로 Machine Languag，ε(compiled form)로

Disk에 저장되어 유지된다. 검사에 펼요한 모든거능을

을갖추고있을뿐아니라검사된 자료의 품질을검색하는

Review 가능을 갖추고 있다.모든 기능은Keyboard에 있는

Soft-key로선택 또는수행 되도록설계되어 았다.

다. Data수집

장비결속을마친 후 검사에 적용할검사주파수와 Configure를 결정하고

Data수집 M어g로 들어가면 이미 결정한 검사주파수와 Configure에 따라 검사

Probe로 검사한자료들이 Computer로 전송되기 시작한다. 이때 검사 Probe를

검사하고자하는증기발생기 전열관이나시험펀에적용하여시험편의표면을

Scan 하면서준바된 Data Cartridge 에 펼요한 검사 Data를 수록한다.검사장비

의 Sensitivity 나 Sign떠 Phase의 조정등은검사하는동안조정활 필요가 없으며

단지 검사신호가 Screen 의 분할된 Window에 잘 나타나도록 Signal의 Size

(window size) 나 Rotation 만 조정한다.검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DatH

Cartridge 에 수록되어야하는데 실제검사 ECf Data 이외에검사시간， A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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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XI Requirement 및 검사된 전열관 List 와 검사도중수록된 Message 의

Tape 위치등을 기록하는 TAPE INDEX, 전열관 겸사 마다 자료가 수록되전에

가록되는 Tube ID, 검사시간， 검사주파수，검사Coil 수와 Display Parameter를

포함하는 TUBE HEADER, 검사 MESSAGE 및 검사또는Tape의 끝을 얄리는

ENDOFTAPE퉁이 함께 수록된다. 이렇쩨 겁사된 자료들의 Data Cartridge는

MIZ-18 Data Analysis System을사용하여 판독된다.

3. MIZ-18 데이타 분석

MIZ-18장비에 쓰고 있는 Data C빼dge Recorder는 3M HC-7S Digital

Cartridge Recorder System을 사용한다 . SCHOCH DC600H preformatted Data

Cartridge를 이용하여 67.1M를 기록할 수 었다. Computer Interface는 HP의

General Purpose Interface Card(GPIO)를 사용하며， 16 bit p따allel bus를사용한 데

이타 전송속도는 35 Kilo bytes/second이다. Cartridge는 Preformat식으로67.1

M(l6 Track, 65536 Blocks, 4096 Blocks/없ck)의 용량을 갖는다. 각 블럭은 블

럭 넘버를 통하여 첩근가능하며 한블럭이 최소 접근가능단위이다.테이프

는 Hewlene-Packard HP9144A l/4-inch Cartridge T，웰 D까er를 사용하여 얽혀 질

수 었다. HP9144A 드라이브는HPIB device이며 lbyte로 기록되눈 데이타를

돌려준다. 기록된 데이타를 액셰스 할 때는 보이는것(비gh to low)과는 반대

로 계산된다눈 것을 조심 해야된다.

이 데이타 차트리지에는현자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세관검사시에 수

집 되는 E안 신호를 저창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이 터l 이프어! 기록되는 내용

은 세관에서 수집된 E(π산호 01외에도 각종 ECI’신호 수집시의 각 Ch뻐nel

및 주파수 등 많윤 정보를 포함 하고았다. 신호 검사 전문가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테이프에 저장된 신호 및 정보를 입어 선호해석을 통하여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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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가· Tape Features

SCOTCH DC600HC Data Cartridges
Fonnatted - Block addressable
Bad block table - Concept not used with MIZ-18 SYSTEM
16 Tracks - 16 back and forth recording σacks

Data storage capacity

16 σ'Rcks/tape

4,096 blocks/track

65 ,536 blocks/tape
1,024 bytes/block

67,108,864 bytes때pe

Disk equivalency - 256 disk each holding 256Kbytes

Block layout
Track # First block# Last block#

0 0 ---> 4,095
8,191 <--- 4,096

2 8,192 ---> 12,287
3 16,383 <--- 12,288
4 16,384 20,479
5 24,575 20,480

14 57,334 ---> 61 ,439
15 65 ,535 ‘ <--- 61 ,440

나 ‘ Magnitude of E/C Data

채널수 : 주파수와 코일의 조합수

데이타 포인트당 바이트수 :채널수 *4

(2 bytes Horizontal)

(2 bytes Vertical )

초당 수집되는 데이타포인트수 : 10 - 40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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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당 총수집되는 양 :
예) 주파수 : 4 Frequencies

코일수 : 2 (diffrencial and abs이ute)

Probe 속도 : 초당 12 인치 = 1 foot/ sec

4 Frequencies
* 2 Coils

8 Channels
* 4 Bytes/Channel

32 Bytes/ data point
"'- 400 Data points /second
12,800 Bytes/second
* 1 £∞νsecond
12,800 Bytes/foot

그러므로 foot당 약 12，8oobyte의 데이타가 수집된다

다. File Sσucture

테이프에는네가지 타엽 (INDEX,MESSAGE,EDDY CURRENT DATA, END

OFDATA)의 화일이 폰재 한다.각 화일은 한 블력의 헤더와 한 블럭의

ENDOFFILE로 끝난다 전체적연 테이프의 각 화일 구조는 아래와 같다.

( 1 ) INDEX FILE

인댁스화일은 33 블럭의 고정된크기로서항상 O블럭부터 32블럭에 위치

한다

Headεr

Byte offset Contents

。0(4by않s) $55550100
04(4bytes) ’TIME in 0 ms ticks since midnight
08(4bytes) DATE in days since Jan. 1.1980
12(4bytes) The number of direcmry entries

1016(4bytes) oused for read check
1020(4bytes) $FFFFFFFF used for read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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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 (Blocks 0)
Summary Fonn (Blocks 1-4)

Directory (B locks 5 - 31)

EOF (blocks 32)

Header ( 1st Block)
Message Text (2nd through 4 th Blocks)

Not used

EOF ( 6th Block)

Header

F)Cdata

EOF

..

..

..

..

..

Header ( 1st Block)
EOF ( 2nd File)

Notused

〈그렴 2.2> 화일 구초

Summary Form (Block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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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byte의 ASCII 데이타가 저장된다. Sumr없ry Screen의 한 copy로 각각의

ASCII 글자들은 2 byte로 구성되는데 한 바이트(highlighting attributes)에는

9836 ALPHA display를 위한 특성 (attribute)이 저장되어 있다.

Directory (Blocks 5 - 31 )

각 디팩토리 엔트리는 8 바이트를 차지한다 총 디헥토리 땐트리수는

인댁스 화일안의 헤더 (offset 12) 안에 기록된다.3456개의 디헥토리 엔

트리를위하여 총 27블럭의 공간이 확보된다. 이 부분은DOS DISK의

File Allocation Table과 같은의미를 갖고 았다. 각 앤트리의 내용은 지

적하는화일의 타업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I. Message entries contain :

4 bytes message flag $55550300
2 bytes not used
2 bytes starting block number

II. End of data enσies contain :

4 bytes End of data flag $555504아}

2 bytes not used
2 bytes starting block number

m. Eddy current data entries contain :

2 bytes ID#
2 bytes ROW
2 bytεsCOLUMN
2 bytes stating block number

End of ftle (Block 32)

모든 화띨픈 End offile로 끝난다. 01것이 테엽 드랴이버폐 감치펴어

데이타의 끝을 인식한다.

( 2) MESSAGE FILE

메세지화일은 6블럭의 고정된 걸아를 갖고 있으며， 0-32블럭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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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곳에나 높여질 수 있다

Header (l st Block)

Byte offset
00(4 bytes)
04(4bytes)
08(4bytes)

1016(4bytes)
1020(4bytes)

Contents
$55550300 Message Identification
πME

DATE
oused for read check
$FFFFFFFF used for read check

Messa~eText(2nd throu~h 4th Blocks)

메세지는 3040 바이트의 코기로 ASCII 데이타로 구성 된다 . 이 데이

타들은 메셰지 스크런의 한 copy로 각 ASCII 글자를 위해서 두 바

이트를사용 한다 . 두 바이트중 한 바이트(삐gh by않)는 9836 ALPHA

Display를 위한 특성 (피ghlighting attribute)를 포함하고 있다. 5번째 블

럭은 시스탱 확장을 위한 공간이다.

End of File ( 6th Block)

인댁스화일의 End ofFile과 동일 하다.

(3) END OF DATA FILE

2 블럭으로 데이타 끝을 나타낼뿐 어떤 정보도 없다.

Header ( 1st Block)
Byte 00 (4bytes) $55550400 End of Data identifier

End of file (2nd Block)
인펙스 화일의 End ofFile과 통일하다.

(4 ) EDDY CURRENT DATA FILE

고정된 길이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태이프의 끝짜지도 위치 가능하다.

모든 화일들은 한블럭의 헤드로 시작하여 한 블럭의 End ofFile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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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실제 수첩된 총블럭수

$55555555 indicates block count available

Header

〈표 Headerof티C Data File>과 같이 이 헤더 화일의 246 바이트는 시스탬

Configuration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타가 DDA-4 시

스댐에 의존하고 있다.이 헤더.정보는데이타수접시에 MIZ-18환경의 데

이타 이다.

Eddy Current Data

f꾀C 데이타는 어떠한 인터렵트도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데이타를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블럭(End ofFile 바로 앞 블럭)은 한 블럭 포두를 뭔C 데이타

로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 데이타 값은 2 bytes (l6bi않)로 시스댐의 채널의

갯수 만큼 반복 되는데 각 채널은 Horiwntal과 Vertic떠값으로 구성되어 았

다. 이렇게 채널의 순서로 데이타가 저장되는데 헤드 부분( FlC Data File 의

헤드+ 77 offset)에 정보(채널 * 2)가 저장되어 이런 순서로 End ofFile 까지

반복 저장 된다. E/C 데이타의 마지막 블럭에는 REVIEW또는 ANALYSIS

동안에 모든 데아타가라턴되었다는확신을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

함하고-었다

Byte Offset

1008 (4bytes)

1012 (4bytes)

End ofFile

인텍스화일의 EndofFile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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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 Offset Contents

뺏

뼈
뼈뺏
뼈
뺏
뼈
뺏
뼈

Y뺏
熾
뺏
뼈
뼈
뼈
쐐
뺏
뺏
뺏

뺏

ku

”
”
”
”
”
”
”
kULU

k
U
K
U
K
U
K
U
L
U
k
u
k
U
、
‘
k
U
K
U
K
U
k
u
k
u
ι
ι
h
ι
ι
ι
’

ι
ι

μ

￠

n

α
n
Q

、U
@
n
μ
n
μ
n
n
μ
μ
μ
@
@

,

어

m
M
W
@
u
m
a
M
X
때
#
%쩌
때
%
m
ι
@쇠
야μ
g
j
@
π
τ
m
꺼
찜
m
ι
κ

∞
%
m
X
M
카
%
m
X

274 (8 bytes)
282 (4 bytes)
286-331
332 (32 by않s)

364 (48 bytes)
412 (4 bytes)
416 (4 bytes)
420 (4 bytes)
424-999
1α)() (4 bytes)
1016
1020

$55550200 Data Inden때er

TIME
DATA
10#
ROW
alL
S HEADER
TAPE BLOCK # OF LAST HEADER
FIRST TEST FREQUENCY
COILS ACTIVE DURING 1ST FREQ (BIT
S담JEerED， 1 E. 17 =COILS 1 AND 5)
SECOND lEST FREQUENCY
CO江S ACTIVE DURING 2ND FREQ
’THIRD lEST FREQUENCY
COILS ACTIVE DURING 3RD FREQ
FOURTH TEST FREQUENCY
COILS ACTIVE DURING 4TH FREQ
DELAY BETWEEN SAMPLES IN USEe
NAME OF THIS CONFIGURATION (ASCII)
GRAPHICS SCREEN CONFIGURATION 0 , 1 OR 2
NUMBER OF DATA CHANNELS 떠 & V =1)
NUMBEROF BYTES IN ONE DATA SAMPLE
SYSTEM INFO. ON LEFI‘ CHART
SYSTEM INFO. ON RIGHT CHART
SYSTEM INFO. ON XY CHART
CHANNEL 1 (Mix Channels if Mixer)
FREQUENCY ( " )
SPAN
ROTATION
CHANNEL
THIS SEQUENCE REPEATS WITH 8 BYTES EACH CHANNEL
THROUGH CHANNEL 24.

.
’

‘

CHANNEL 2A
NUMBER OF MIXERS ENABLED
NOTUSED
STRIP CHART CHANNELS
MIX 1 & MIX 2 COEFFICIENTS
DISC BACKUP FLAG
MIZ-18AFLAG
RESERVED
NOTUSED
DUPLICATE OF MIZ-18AFLAG
OUSEDFOR READCHECK
$FFFFFl• FF USED FOR READ CHECK

〈표2.1> Header of다CDATAFi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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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스탬 설계 및 구현

이 절에서는 증기발생기 와전류 탑상 전문가의 설계 및 구현을 다음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셜명했다.

1. 신호해석 및 전문가 시스댐

2. 이력 자료 관리 시스탬

3.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각 부분을 요구명세，기능성 등￡로 나뉘어 기술

하였다.

이중 이력 자료 관리 시스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갈다.

현재의 ECf검사시에는 정확한선호펑가를위하여 필요한과거자료의 양이 방

대함으로 인하여 이용에 많은불펀아 있었고좀더 다양한 양식으로요약된 자료처

리가요구되어왔었다. 이에기존의 많은자료를광디스크에수록하여 관리하는이

력자료관리 사스탬을 개발함으호써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차 하였다. 즉 이 이 력

자료관리시스댐은 E안 전문가시스댐의 한 부분요로써 ECf산호의 자동 평가시

(evaluation phase)에 필요한정보를제공하며 또한검사이력 및 요약된결과를수록

한다양한양식의 report를생성함으혹써 이 Eα‘전문가시스웹 사용자가정확하고

손쉽게 Eπ를수행토록하는데 그목적이 았다.

또한 증기발생기 검사 전문가 시스댐에서 사용자가 이 서스댐을사용하가 쉽

게해주는인터페이스가필요한데이것을사용자 인터페이스라한다. 본 시스댐에

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든 인터페이스가그러하듯이 시스탬이 갖고 있는 기능

을사용착차차능환쉽꽤 석훼착고펀려한방법으로 사용할수있도록 펼요한기능

을제공해 주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

자인터훼이스는그래픽시스댐，윈도우시스댐 및 마우스콘트롤시스탬등의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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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I야를 이용하여 주프로그램과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시스댐을구성한다.

다음은증기발생기 와전류 탐상전문가시스탬 개발에서 와전류신호raw data

에 대한전처리 (preprocessing)과전문가시스탬골격 구성에 관한내용이다.

1. 신호 해석 및 전문가 시스탱

가. 전처리

(1) 개 요

본실용전문가시스댐에서는，이미 개발된 prototype시스탬에서의전처랴 과

정의 그 overhead가과중하여 전체시스탬성능 상의 병목현상부분이었다는평가

하에 이과정의 성능채선에 주력하였다. 즉 prototype에서는 와전류raw data를 unit

segment 단위로 나누어서 각 segment를 최소자승법에의한펑균값을산출하고

이 값틀을아용하여 sεgment들사이의 값의 변화추이를산출하여기본꽤턴(pattern

p피nitive)을추출하였다[1，11]. 그러냐본살용시스댐에서는와전류raw data를

segment로나누지않고직접 point틀간의 값의 추어를이용하여 가본꽤턴을추출하

는 방삭을이용하였다. 여기서 point틀간의 horizontal과 vertic떠 값의 변화추이를이

용하여 기본꽤턴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절에서 언급한다.따라서본설용샤스

햄에서는와전류신호에대한기본 돼턴

(pattern p더mitive)으로다음과같은4가지의 특성(atσibute)를 추출하도록하였다:

syntaettc pattern strIng :
lissajous 평면에서의 신호의 모양과궤적을나타냄

length of the pattern primitive ch따acter:

신호의 길이 즉해당선호의 point 갯수를의미함

accumulated value for the horlzental values within the pattern length:
해당선호의 horizental신호의 누적값즉신호의크기를의미

accumulated value for the vertical values within the pattern l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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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산호외 vertical 신호의 누적값즉선호의 크기를와미

(2 ) 와전류파형 꽤턴의 정의

와전류파형에 대한구문적 돼턴인삭기법을 적용하려면우선 야 파형이

S마ng， 뾰e， graph와 같은 임의의 자료구조로표현되어야 한다[1.，9]. 앞철에서 언

급한 바와 같。l 이 파형의 적용 분야는 대부분 고속의 자동 해석이 요구되며 자

료의 양도 방대하다. 따라서 이파형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게 처리하는데 용

이한 sσing으혹표현 한다.

이 파형을나타내는 S띠ng은기본 꽤턴 문자(pattern p파nitive character).로 이루

어 지는데， 아 기본 패턴 문자는 되도록와전류파형의 많은것을나타낼수있어야

한다. 다음은 Freeman의 chain c여e[l]를 확장응용하여 정의된 기본꽤턴 문자에

대한 설명이다. 앞절에서도 언급한바와같아 와전류파형 해석은 3 가지 성분，

즉 horiwntal 성분， vertic떠 성분과이 2개의 성분이합성된 Lissajous 성분을근거로

행해 진다.<그림 2.3 >은이 3가지 요소에 대한내용이다.

+
H

(a) Hor izonta.1Comoonent

삽 if아
(b) VerticaI Component

H

‘J

(c) Lissajous Component

〈그렴 23 > 와견류파형 해석에 이용되는3가지 요소

따라서 기본 패턴 (pattern primitive)을 정의할 때 기준아 되는 것은 이 3가지

- zo -



성분의 의미가모두포함되어야한다는것이다. 와전류선호를 해석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았으나，그중가장중요한요소는〈그림 2.3>에서의 lissajous

성분의 모양과때ectory이다. 따라서 기본꽤턴으로추출하고자하는내용은이

!iss며ous 펑변에서의 horiwnt외 값에대한 vertic외 값의 위상이다. 이를 환해 우선

이 lissjous 평면을분할해0납}는데， 이 펑면은2차원 펑면이므로크체4 방향(4 사

분면 )으로 나눌수았다. 그러나4 방향으로의 구분은직사각형 모양의 표현만가

능하며， 와전류파형의 lissajous 펑면상의모양을표현하기는불가능하다[1]. 따

라서 여기서는〈그림 2.4 >에서 보는바와같이 한 방향이 2차원 펑면의 약 45도

정도를 나타낼 수 았도록하여， 2차원 평면 전부를 분할하면 8 개의 방향이 정의

될수있다. 고외에 horiwntal 성분과 vertic려 성분이 같은크기의 증감￡로변하면

이 lissajous평면에서는한점으로고정되어나타나는데이 위상을나타내는기본

돼턴을’a’로정의하였다. 따라서 임의의 위치에서의 앞과뒤 point 값의 변화에

따라 얻어질수 있는 horizαlta! 성분에 대한 ve띠C떠 성분의 위상은다음과같이〈그

‘ 렴 2.4 >에서 정의된 거본 패턴을이용하여 수식으로 표현할수있다. 또 〈그럼

2.5 >은이 기본패턴으로실제 신호를표현한예이다.

와전류 파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horizontal과 vertic며의 두성분 값으로 다음과

같이표현된다:

horiwntal wavefonn:

h(1),h(2),h(3), ,h(n)

vertical wavefonn :

v( 1),v(2),v(3), ,v(n)

여기서 n의 의미는한tube의 전체 point수를의미한다.

위와같은표현을이용하여파형에 임의의 point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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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돼턴 P(i)는다음과같이 정의된다.

P(i) • F(dv(i) / 뼈(i» , 1~ i ~ n
U/

I
l

、

바l(i) = h(i) - h(i+1)

dv(i) =v(i) - v(i+l)

여기서 F는〈그렴 2.3>의 (b)를 이용하여 (3)식과같이 정의되며，

dh(i)/dv(i)의 위상을의마하는사상합수이다.

--------- (2)

F(T) = X E {a,b,c,d,e,f ,g,h,i} I X is a region including T-- (3)

d

e

bf

딩

h

〈그렴 2.4> 정의된기본꽤턴애대한liss떼ons 펑면상의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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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

=>퍼hgdeee퍼i

〈그립 2.5> 기본왜헌string.으로표현된질쩨신호

(3 ) 파형기본왜턴추출

〈그럼 2.6 >는 I나]에서 정의된 기본꽤턴을이용하여 앞절에서 언급된 4 가

지의 기본 꽤턴에 대한 특성 (attribute)를추출학는예를보언것이다.<그럼 2.6>

에서보는바와같이 lissajous 평면상에같은 위상의 기본꽤턴을가지는것들은

하나의 기본패턴문자로표현하고그러한위상이n번 쩨속된다는것을나타내기

위해 같은 위상의 갯수즉 point 수를 그 위상의 길이로써 나타 내개한다.또한

horizental 값과vertic외값의 변화에 대한누적값을각각산출한다

따라서 〈그럼 2.6 >의 (a) 와같은 와전류 raw data는 (b)와 같은 4가지의 거본

꽤턴 특성(patternπimitiveattributes)으로표현되게된다.

여기서 〈그림 2.6>의 (b)와 같은와전류파형의표현 형태를다음절에서 언급되

는 전문가시스댐의 data memory에 공급시켜 이상신호를추출하는데 필요한 기

본자료로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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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전류파형 度

Pattern length 누적된 Hamp 누적된 Vamp
c 3 - 12 - 29
d 6 6 - 185
h 7 8 368
f 2 20 4
d 7 - 16 - 212
c 1 -6 - 12
b 2 -12 4

(b) 추출된 4가지 파형특성

〈그렴 2.6>와천류파행파추출된때번륙생

나. 전문가시스탬 kernel

( 1 ) 개요

본와전류탐상전문가시스댐은 prototype에서고려하지 않은많은벼 인공

지능개념과의 접속이 필요하며 또한그수행성능도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요

구에 따라우선 모든 program틀간의 접속에 았어서의 overhead를 최소화 하먼서

도수행속포 개선을극대확 활수 있도록 설계하였다[2-3]. 이를위해 도입된 전문

가시스댐 kernel 구성을 위한 개념들은우선 와전류 신호 평가률위한지식틀을

production rule의형태로표현하며，압력되는신호자료예 따라해당되는rule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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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자료 흐름 방식(data-driven)에 의한 순방향(forward) 추론을 하도록 구현

했다. 또한위와갈은순수한띠e based production system을구현하는데에는， 지식

(knowledge)틀의 연관 관계를표현하는데 강한 잭체 지향형(object-oriented)지식

표현 방법을 이용 함으로 인해， IF .. THEN ..의 순수한 pr여uction rule의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는데서 기인하는 약점을 보완활수 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

을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bject-oriented knowledge representation :

data knowledge뿐만아니~ rule knowledge도 object로표현하며

이 object로표현된 지삭들간의 loe삶 relationship,global relationship

혹은 hierachic외 relationship들을용이하게 표현.

Rule based production system approach :

data memory, rule memory그라고 inference engine으로구성되는

production system의 기본골격 유지

C based expert system programming environment :

포든 인공지능 progr따n 뿐만 아니라 graphics, real time data acqusition

그리고 external data base program등을모두 C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

하므로 인해 module 간의 interface 상의 overhead를최소화하고

시스댐 통합이 용이하도록하였다[2-3].

(2 ) 지식표현

와전류 신호를 펑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삭툴，즉 data knowledge 와 rulε

konwledge들을objec~효 표현하고이렇게 표현된 object틀간의 여러 종류의 관계

(relationship)을 해당 object의 property list에서 표현할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탬

kernel을구축하였다.이와같이 본 설용전문가시스댐에도입된 object':oriented 지

삭 표현 방식은전문가시스댐에서폰재하는모든저식들을object， property，그리

고 V떠ue의 형태로표현할수 있고이 요소들로표현되어 storage에 저장된 지식을

knowledge base라고표현 한다. 여기에서 이용되는각요소들에대해서 갇략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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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과같다 [2-3]:

。bjects - ,Objects 하e entities, they 따e items that can be

described. Objects represent knowledge as attributes.

Forex없nple: DOG , HUMAN, KOREAN, BUILDING could all

represent objects.

Proper디es ‘ the atσibute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objects.

For example, the object HUMAN could have the properties of SEX,
BIRTHDAY, or HEIGHT.

Values - values are given to properties to further distinguish items in the

knowledge base ‘

For example, the object PEN with the property INK- COLOR could

have the value BLUE

이와같은 기본요소틀을이용하여 모든 지식을표현할수 있으며， 이외에도

object틀간의 local, global 혹은 hierac피cal 연관관계(relationship)을 표현활수었는

특정 property를 다음과같이 정의 할수도 있다.

syntacnc representanon

( Human:
Sex:
Age:

{ Tom:
Instance_ of : Human
Height:
weight:

topolog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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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3 ) 추론구초

본시스탬에서의 추론기능즉 inference engine 은〈그림 2.7>과 같이

prlαluction system의 기본구조를 따른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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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MEMORY)(DATA MEMORY)

MAT따I

E
N
G
-N

E

(CONFLICT SET)

Sm.JEC1I‘

FLOWOFDATA

FLOW OF CONTROL

〈그 렴 2.7>전문가시스탬 추론구조

AI progr빠1 과 conventional program 간의 Interface

본전문가시스탬은다음과같은m어ule틀에서 AIprogram과 conv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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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때1과의 접속이 요구 된다.

AI program conventional program

preprocessmg

------ re외 디me data acquisition(IEEE 488)

knowl잉ge bas잉ι
SIgn떠 evaluation.
expert system

database(ORACLE)

graphics user interface(GKS)

예 ) preprocessing과 knowledge based signal evaluation

a) preprocessing-module interface module

char pps[PPSIZ];’ 1* glob떠 buffers for preprocessed data */
short ppl[PPSIZ];
short .....

void geL next- point- dataO

LSlL VALpi;

lsr_ setval("point","ppc",LSlL STR(PPS[i]»;
lsr_ setval("point’',"ppl",LSlL INT(PPI[i]);

} /* end of geL next- poinL data */

b) data objεct에 preprocessing-module 연결을위한특수 property 정의

{counter
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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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p:
bound:
prepro: geL nexL poinL data

c) 해당rule의 action부분(RHS)에서 연결 module이 수행될수있도록해줌

( geL nexL point
instanceof : LOCAL_ RULE
LHS : point lL val < H에

RHS : evalmtd counter prepro

다. 요구 명세 (Requirements Specification)

(1 ) 환경적 요구 (Environmental Requirements)

(가) Hardware분석

기폰의 E(π 장비와의 호환성유지 및 IEEE488 실시간자료취득시 성능 개

섣을위하여 필요한주요 hardware 장비와이틀간의 configuration은 다음과같다.

.필요한 hardware 장버

시스탬 개발용 컴퓨터 :HP앗뻐'/370 SRX
시스탬수행용컴퓨터 : HP 9000'/370 CH
HP 630 /650 Rewritable Optical Driver & Disk
Probe Manipulator Remote Control Device
IEEE 488(HPIB) Interface board
MIZ-18 Data Acqusition Equipment

.시스댐 configuration

〈그럼 2.8 > 시스탬 개발시 H/W Configuration. <그렴 2.9> 시스탬 최

운영서 H/W Configuration으로 대신 한다

(나 ) Software분석

. System software
O.s. :m여el - HP-UX versio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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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Compatible with the AT&T UNIX System V
Real T1I1le Enhancement
o.S. level support for IEEE488 protoco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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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er: C version related libraries
벼itor : vi
debugger: dbx
others : make,secs

. external software tools

LASER : C based expert system development tool [18-19]
。RACLE : version 5.1 data base management system [13-14]

related u‘tilities : PRO*C
SQLPLUS,..,ete

GKS : standard graphics tool for user friendly interface[16-17]

(2) 사용자요구 (Dser Requirements)

(가)사용자정의

본전문가시스댐의사용자는다음과갈이 두가지로나눌수 었다.

주사용자:증기발생기검진에 필요한지식을

보유한 와전류신호평가자

부사용자:(1)증기발생기로부터제반장비를이용하여

실시간으로와전류신호를수집하는자

(2) 증기발생기 검사진행 상황어나검사이력

자료를검색 혹은수정하고자 하는자

(나 )사용자요구사항

주사용자 :검사의 신뢰도 향상과동시에 현재 산호 펑가

작엽시 소요되는시간과노력을최소화해준다

.70% 이상의 건전 선호를저l거 해준다

.1.0 mm 이하의 작은신호도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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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m 이상의 거대 신호도갑지한다

.30% 이하와 결함신호도감지한다

.전체 시스댐의 tum-around time이 현재의

펑균공정소요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

부사용자: (1) 현재의실시간자료엽수방식과호환성이

있어야한다

(2) 전체 검사진도나결과가통합적으로

일치성있게유지되어야한다

.검사결과의 수록 맞 검색이 최대한자동화

되어야한다.

.수년간에 걸친 개별 tube에 대한 검사 이 력이

도식적으로검색가능해야한다

. 임의의시칸에서의 검사공정혹은진척도등여

도식적으로겸색 가능해야한다

.모든 업수신호자료 및 결과는 반영구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한다

(3) 기능적 요구 (Functional Requirements)

(가)전처리

(a) 자료흐름:<그럼 2.10 > 전처리 module의 자료 흐름도로 대신한다

(b) 자료구조

Raw_ data : real time acqusited raw data
use 1 M byte dynamic allocated buffer

Header: header information for a tube raw data
use 1 K byte dynamic 떠located buffer

PPS : Pattern Primitiv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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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maximum 2 K entry size static global buffer
PPL: Pattern안피litve Length

use maximum 2 K εnπy size static global buffer
PPAH : Pattern Primitive Accumulated Horizental value

use maximum 2 K entry size static global buffer
PPAV : Pattern Primitive Accumulated Vertical value

use maximun 2 K entry size static global buffer

풋E488

灣륨-월훨한 魔: 댄똥der- 때al쫓 - 펀앓싫괜한

pattern- pnmltlve

raw- data

point-raw-data ..

pattem- pnmltlVe

〈그림 2.10>전처리 module의 자료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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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푼가시스탬 kernel

(a) 자료흐름

\\l

i\

월편월확

Knowledge base I

i\、

•를

r→〈량at왜없깅월

\\'a.(환at-따e쉰펀한〉、

〈그림 2.11> 전문가시스템kernel 부분의자료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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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료구조

a) data memory entries

위와같은기본요소룹을이용하여와전류자동해석을위한전문가시스댐

에 폰재하는지식을표현한예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우선전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기본꽤턴 특정들은다음과같이 표현된다 :

{ count하

bnd: 1* boundary condition of the ppb_ entry_ pσ *1
geL next: geL nexL point 1* method to get each point primitives */
loe : 1* point number from tube_ end *1
ppb_ entry_ pπ : 1 /* ptr to indicate the pp buffer enσy */
pre_ tube_ emL cnt: 1* point number before tube_ end *1

(po피t

c: nan

I: 2055
h : -24
v:6

/* pattern primitive character(ppc) *1
/* point number stand for the ppc(Ppl) */
/* accumulated horz. value between the ppl */
1* accumulated vert. valuε between the ppl */

{ sp
instances # : sp1 sp2 sp3 /* support plate has number of instances */
detecL loe : /* detected loea디on in the real tube data */
predicL Ieε : 1* predicted location of the sp */
raw_ buLpσ : 1* detecL loc + pre_ tube_ end- cnt in counter*/

sp- id : 1* support plate id number */
pps : /* pps string list for the sp *1
ppl : 1* ppl value list *1
ppmh: 1* ppmh value list */
ppmv: 1* ppmv value list */

또한전문가시스댐애서추출되는이상선호(event)들은다음과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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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ctic representatIon topological representation

{ event
phase_ angle : 110
flaw_ depth: 34 %
location : SP2 - SP3
length : 2。

〈향급륨 supporL피쩔〉

{ distore<:L suppoπ_ plate
instanceof # : event
없nplitude : 2.0
domain- channel: 3
mixin~ channel: 1,6

{ distore‘L tube_ sheet
instanceof # : event
probe_ type : pankage
mixin~ channel: 1,6
sludge_ depth : 20

{ dent
instanceof # : event
max- horz- value: 250
σajectory : counter_ clockwise_ big_ 8_ letter

C웰프〉

b) Rule memory en떠es

와전류선호펑가에 펼요한지식뿐만아니라대부분이전문가시스렘에표현되

는지식들은그들간에 많은 연관성( group,priority,hierachy,etc )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착식을표현하는데에는야련한 연관성°1 충분히 고려된 구조적인 지석

표현 방법이 요구된다.본 전문가서스댐에서는object-orient 방식을 기반￡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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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스댐 내에 표현되는 모든지식 - data knowledge,rule knowledge들에 대해 그

틀간의 group, priority, hierachy 등의 연관성을 구조적￡로표현 할수 있는 4 가지

의 meta-rule GLOBAL_ RULE... GLOUP, GROBAL RULE, LOCAL RULE_

GROUP, LOCAL_ RULE의 rule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은각 meta-rule틀

와 내용과용도에대한설명이다.

- GLOBAL_ RULL GROUP

- GLOBAL_ RULE

- LOCAL_ RULE- GROUP

- LOCAL_ RULE

다음은본시스댐에서위의 meta-rule을이용하는실예이다:

( lr~ scan
instanceof # : LSIL LOCAL_ RULE_ GROUP
EXAMINED_ BY * (conf1icL set): RPS_ system
SUB_ RULES * (SUB_ RULE_ OF) : lrg_ fineL event
COMMENT: "Evaluation Rule Group"
CONTROL: "counter ppb_ entry_ pσ <= ?BOUND"
ENTRY_ ACTION: "bind ?BOUND counter bnd"

"message counter geL next
"incval counter ppb_ entry_ pπ”

"bind ?LN point 1"
"setval counter pre_ tube_ end- cnt ?LN"

LHS : "counter ppb_ entry_ pπ =: 0"

{ gr~ find- tube_ end
instanceof#: LSIL GLOBAL_ RULE.... GROUP
SUB_ RULES * (SUB_ RULE_ OF) : lr_ geL nexL point lr_ fimL end- point
COMMENT: "Find tube end point"
CONTROL: "counter Ioc = ’ISf_ null"’
ENTRY_ ACTION: "setval gr~ find- tube_ end PRIORITY 0"
LHS : "counter Ioc = ’lsr_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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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 ppb_ enσy_ ptr <> 0"
PRIORITY: 1

{ lr_ geL nexL point
instanceof # : LSR- LOCAL_ RULE
SUB_ RULE_ OF * (SUB_ RULES) : grg_ fm<L tube_ end
LHS : "point h < 100"

"counter loe =’lsr_ null’”
RHS : "message counter geL next"

"incval counter ppb_ entry_ pσ”
"bind ?LN point I"

"bind ?RCP counter pre_ tube_ en<L cnt"
"bind ?RSUM (?LN + ?RCP)"
"setval counter pre_ tube_ encL cnt ?RSUM"

{ lr_ fm<L encL point
instanceof # : LSR- LOCAL_ RULE
SUB_ RULE_ OF * (SUB_ RULES) : grg_ rmeL tube_ end
LHS : "point h > 100"

"point v > 100"
RHS : "setval counter loe 0"

"bind ?CP point 1"
"bind ?TP counter pre_ tube_ encL cnt"
"bind ?MP (?TP - ?CP)"
"setval counter pre_ tube_ eneL cnt ?MP"

{ lr~ fmeL event
instanceof # : LSlL LOCAL_ RULE_ GROUP
SUB_ RULES * (SUB_ RULE_ OF) : lr_ geL IL point lr_ prinL point
SUB_ RULE- OF * (SUB_ RULES) : 뇨g_ scan
COMMENT: "detect event knowledge"
CONTROL: "counter ppb_ entry_ pσ <= ?BOUND"
ENTRY_ ACTION: "bind ?BOUND counter bnd"
LHS : "counter loe <> ’lsr_ null’”

{ lr_ geL IL. point
instanceof # : LSIL LOCAL_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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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_ RULE_ OF * (SUB_ RULES) : lr~ fin<L event
LHS : "point c = ’Isr_ null"’
RHS : "message counter geL next"

"incval counter ppb_ entry_ pσ”

"bind ?CP counter loc"
"bind ?LN point 1"
"bind ?SUM (?CP + ?LN)"
"setval∞unter loc ?SUM't

{ lr_ prinL point
instanceof # : LSR- LOCAL_ RULE
SUB_ RULE_ OF * (SUB_ RULES) : lr~ fin<:L event
LHS : "point c <> ’lsr_ null'"
RHS : "printobj poinft

"printobj coun않r"

"deIval point c"

라.구현

(1) 전 처 리

모든 preprocessing module은 C 와 IEEE 488 protocol library를 이용하여 구현한

다. 이 module에 대한 program구조는아래와같으며 program list는부록에 첨부한

다. 아래 그럼에서 data acqusition mαlule은 IEEE 488 hardware 장비가 현 개발환

경 (SUNUNIX)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IBM PC에 있는 IEEE488 board를 이용하

여 실제 Eπ 장비의 raw data를 가지고 왔으며， PC와 SUN간에는 NFS protocol

을 이용하여화일을전송하는방법으로대처 구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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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εprocεssmg

top level

IEEE 488 based pattern priImtlve
data acqusition exσactIon

make a pattern

Iget a point raw data I

〈그 럼 2.12> 전칙리 부분의 m여ule sσucturedchart

(2) 전문가사스탬 kernel

전문가시스렘의구현은 역시 C 언어 환경하에서 LASER library를 이용하

여 구현 하였다. Program구조는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roduction system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 한다. 또한 이 전문가 시소탬 kernel과 비 인공지능

program과의 연결 문제도 앞절에서 다루었다. 이 전문가시스댐의골격에 대한

program list도 역시 부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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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력 데이타관라 시스탬 ( History Database Management Systεm)

가. 기본개념

SQL에 기반을 둔 application 개발 및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software tool

로 이루어진 관계형 데이타 베이스 관리시스댐인 ORACLE[l3]을 야용하여 이

력 자료관리 시스탬을설계한다. 이는 자료의 종류와 값을 table의 형식으로 표

현하여 각자료들간의 관계성을표시하는 것이다. 각종 자료를 table에 저장하고

시간개념을부여함으로써 이력 테이타베이스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만들어

진 table들은 programming language C로 manipulation 하여 evaluation phase에서

필요로 하는자료를넘격주거나각종 report를생성하도록한다.

나.요구병세

(1). 환경척 요구 (Environment Requirement)

{가). Hardware 분석

본 연구의 하드혜어구성은〈그림 13>에서 보는것과같이 SUN3/260과 IBM

PC AT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Main Computer로써 이용된 SUN3/260은 Main

Memory 16MB와 Hard Disk 560MB의 용량을갖고있는 Workstation이 며 IBM PC

AT는 EGA graphic board와고해상도칼라 monitor가 갖추어져 았다.그리고 SUN

system과 IBM PC에 설치된 RDBMS ORACLE의 network 기능에 의해 각 system

간의 자료들을어느곳에서든지 펀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각 컴퓨

터에 Mouse를부착하여그림과 Rolling menu에 의하여 본 시스탬을실행시킨다.

이때 각종report는 SUN3/260에 연결된 printer나 plotter에 의혜 출력될 수 있다.

(나). Software Configuration

본 시스댐은 〈그림 14>와 같이 데이타베이스관리시스댐인。없CLE의

kernel을 SUN Workstaion 및 PC의 Main memory에 상주시키고C언어[14]의 호출

로 각총 자료 table을 운영하며 C언어와 Interface한다. 이때 C언어로 ORACLE을

- 43 -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OKS 및 MS-DOS의 graphic library률 이용하여 사

용자가원하는다양한 양식으로화면을설계한다.

r -、

Hard Disk for

、‘ --1 1 ECI‘ Raw Data Storage

PRn애’TER

PLOTIER

D
IBMPC AT

SUN3/260

Worksta디on

D
IBMPCAT

~먼

~

ζ

D
ffiMPCAT

그

그

고해상도 Graphic Monitor1 고해상도 Graphic Monitor 2 고해상도 Graphic Monit0I)

〈그렴 13> 하드꽤어 Conti웰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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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History DB

• I Lang끊.ge Envir애1mClassified Data
、、 [ -、

--‘
、 I I Graphic Lib

C Lib

Report Fonns

〈그립14> 추lE E웨어 Configuration

(2). 사용자요구

(가)사용자정의

본시스댐현f국어l 너X번구소의 버파괴 시험 연구실이 원자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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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발생기 진단을 정기적으로시행하고 있는바 인원 및 시간에 많은소모가

있어왔먼 점을개선하고， 주된 사용자는 비파괴시험연구실의 E(π요원이다. 그

리고각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관련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E(π자료가 필요한경

우에 그담당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있다.

(나)사용자요구사항

본시스댐의 사용자는 S/G map 작성，In며때on list, In-process check list, graph

와 table등의보고서 작성 기능과Evaluation결과압력등의다양한기능을요구한

다. 이련 기능의 구체적인 몇 가지를아해에 기술한다.

· Statistical summ없y of inspection progress

· Report sorting for indications

->P망디al report as a result of sorting par없neters (ex: pv，φt， ...)
· Defect종류별(크기 ,위치와 state등) tube map drawing과 list 작성

ex. Colored plot of dent amplitude at 14-HL

Plot of sludge elevatio

Colored plot of over-roll elevations

Plot of EC indicaitons > 20%

Plot of EC indicaiton > 20% at AVBs

· Defect tube의 경우 3-5년간의 과거 data를 참조하여 total growth rate와

year-to-year growth rate table작성

-> rate의 maximum, minimum, average 계산포함

.같은종류별 defect의 과거 average growth,
std. deviation과maxunum 계산

· New indications in this year for tubes inspected

in the previous year

· Sludge pile에 관한 Histogram drawing

· Defect growth를 표시한쩍은션그래프 drawing

.각호기의보수현황을유지하는ile을작성하여새로운data를

압력하고필요할때마다보수 이 력 map 및 list 작성

.Eπ시행(계획，겁사와미검사등)전열관map 및 list 작성

(다) Run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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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 스탬의 running mode는 manual, almost automatic, fullyautomatic의 3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본시스댐을 이용시 사용자는 컴퓨터 화면에 Display된

rolling menu들 mouse와 keyboard에 의해 선택함으로써 필요한 기능을수행하도

록 한다.그리고각종 report fonn은 monitor，printer와 plotter를통하여 출력될 수 있

다.

(라)M없ntenance

.오류수정 ..
processing, perfonnance, implementation failures

.작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용

S/G type, probe type등다른조건에서의S/W실행을위하여

.성능향상을위한개선

addition of function capabilities

improvement of user displays and mode of interaction

improvement of documents

improvement of perfonnance characteristics

(마) Testing

실험데이타에 의하여구축한본시스댐에현장데여타를압력함￡로써신뢰

성과 perfonnance를시험하며본연구소의 비파괴시혐연구실의 ECf전문가가사

용자와사스댐간의 interaction mode, function capabilities, improvement of documents

을 Conventioanldata analysis system과비교합으로검증해 낼 수 었다.

( 3 ) 기능적 요구 (Functional Requirements)

(7]-) DFD(Data Flow Diagram)

본사스탬의 자료관리의 대략적인 흐름은〈그림 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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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애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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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ata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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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구조

본시스댐의 구촉에 필요한 자료는 Hard Disk에 저장， 관리함으

로써 ECf 전문가시스댐의신호펑가시에 빠르게 참고하며 각종 report

생성에 이용활수았게 한다. Hard Disk의 자료는ORACLE의 SQL*Plus

기능을 이용하여 table형태로 처장되어 그 자료들간의 관계성이 표현

된다. 이런 table중중요한몇 가지를아래에 기술한다.

.검사장비 TABLE

DATA 수집장바 Calibration Tube Probe Probe Drive System 평가장비

MIZ-18 ASME Defect Std A-550-SF/HF SM-IO DDA-4

MIZ-12 AVB STD. 8C-560-MRPC SM-4 DDA-4

.검사자 신상 TABLE

소소 성명 자 격 수행엽무 경력 전공 버 고..,

비파괴실험설 정태언 Level III 신호평가. 물려학 선임연구원

. 각 S/G Model Table

호 71 상엽운전개시년도 S/G Model 전열관수 전열관재질 비고

고리2호기 1978년 Model F 5，626개 Incone1600

.c따σidge tape header info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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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l# OWNER PLANT UNTI’ S/G DATE LEG OPERATOR ASMESTD

22 KEPCO KORI 5 A 26/8/86 HOT I.A.PARK Z-2570

SIZE MATERIAL PROBE COMMENT

11/16.D.XO.042 n‘CONEL600 A-550 SF/HF 1st lSI ofKORI UNIT#5

.C따σidge tape header channel Table

Reel# Cannel # FREQ SPAN ROT COIL

22 1 800 32 272 1
22 2 800 31 75 5

. 각 tube header infor table

’TIME DATE 10# ROW COL TAPEBLOCK# FIRST TEST FREQ ......

12:25:18 26/8/86 100 25 25 861 630

. 각 tube header channel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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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OW COL CH# FREQ SPAN ROTATION

100 25 25 630 33 9
100 25 25 2 630 41 170

. 각결함Tu농 Table

S/G ROW COL VOLTS DEG % CH# LOCATION EXTENT PROBE

A 23 6 0.7 165 20 1 ll-HL+24.30 TE-CL 610

. 폐쇄된 전열관 Table

NO SG ROW COL 펴l쇄원인 결함위쳐 폐쇄년도 비 --‘7

1 A 22 5 OD(ABV) #7 TSP HL+66.9" 1987.10 INFIELD

.결함종류별 Table

. Raw data fonnat 관리 유지 Table

. 보수 이 력 Data Table

. 가동환경에 관한자료 Table

. 과거 Data와의 관계 유지 Table

. 검사요약 table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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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인터폐이스(User Interface)

가. 개발배경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하나의시스댐은 비록전문가에 의해채발

된다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 λ}용되는 예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댐은 비전문가인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다. 따라서 사스댐의 내부의 동작을 찰 이해하지 뭇하는사용자가 주어진시

스댐을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체 하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역

할을해주어야 한다. 일반적￡로사람은문자보다는그림을，키보드를 이용한

시스댐의 동작 보다는마우스를 이용한시스탬의 동작을 더 잘 이해한다. 그

러므로사용자 인터페이스는개발된 시스댐의 기능을최대한이용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것이라하겠다.

나. 요구명세

(1) 환경적요구

시스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환경적요구명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기

폰의 어떠한기계， 어떠한기본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 구현하느냐에 따라코

재 달라진다. 따라서 하드훼어와 소프트웨어각각에 대한환경적요구를알아

보는것이중요하다.

(가)하드웨어분석

효과적인사용자 인터페이스의구성을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같은

하드웨어를요구한꽉.

-컴퓨터시스댐

-고해상도칼라모니터

-마우스시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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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드

-레여져프린터

(a) 컴퓨터시스댐

여러가지 응용분야에 일반적으로가장많이사용하는컴퓨터시스댐은 PC

지만 많은 경우 수행 속도 문제 때문에 PC를 사용하지 않고워코스·테이

션을사용한다. 금번증기발생기 검사 전문가시스탬을 위한컴퓨터시스댐은

PC를 야용하여 prototype 시스탬을구성해 본 결과 수행속도의 문제가 있어 워

코스테이션을 이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컴퓨터 시스댐

은 SUN Micro사의 SUN 3/20으로 ECf전문가 시스탬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꺼능을 갖는다. 본체의사%t은 16M의 메모리，560MB의 하드디스크둥이다.

(b) 고해상도칼라모니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하드웨어로써모니터는 점점 고해상도를선호

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모니터의 화면도과거 흑백화면에서칼라화면을

선호하여다양한색상을 통해 보다 ""'r용자가이해하기쉽게하려는경향을 나

타낸다. 워크스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되면서워코스테이션의 모

나터로써 1M해상도의 모니터를권고하였먼 바， 그에 가까운해상도의모니터

를 사용하는것이 앞요로와 사용자 인터펙이스의 발전추세를쉽채수용할수

있게 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SUN 워크스태이션을컴퓨터시스댐으로사용하기때문에

SUN 컴퓨터에서선택사양으로제공하는 1150*950 해상도의 칼라 모니터를

션정하였다따라서""'r용자 인터페이스구성에있어 모니터의 해상도 문제는자

연히 해결 되었다고할수 있다.

(c) 마우스시스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마우스의사용이

다. 사용자가 시스탬을 사용하고자 할 때 키보드를 이용하여 명령어를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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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시스탬을동작시킬수 있으나최근사용자언터돼이스의 경횡판 마우스를

이용하여 시스탬을 통작시키는 방법을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워크스테이션

에서는자체시스탬 사용자연터페이스를위하여 마우스를제공하고있기 때문

에 마우스를 따로구입할 필요는 없으나마우스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을쉽

게 작성할수 있도록해주는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이다.

(d) 그래픽보드

아무리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하더라도 속도가느려 사용자에게 불

펀함을 준다면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워코스테이

션에서는자체 기능만으로도느리지 않는 사용자인터페이스를구성할수있게

되어 았으나， 특별히 빠른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고자할 때에는그래팩 처리 전용 보드를 사용하여 수행 속도를 향상할수 있

다. 본연구를위해서는시험적으로사용할수있는 SUN 컴퓨터용 GP2보드를

갖추어 GP2 보드를사용하지 않는사용자인터페이스와GP2 보드를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구성하여그둘사이의수행속도 차이를비교하여전용그

래픽 처리 보드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하였다.그래픽보드의 사용은 그래픽

을사용하는프로그램의수행속도를높일수었다는장점은 았으나， 다른 컴퓨

터로의 이식성의 관점에서는단점이 된다.

(e) 레이저프란터

그래픽이 많이 사용되는시스렘에서는시스댐에의해 제공되는 여러 그래

프등의 그렴들을출력해야 할 펼요가 생기는데 도트 메트력스프련터는 빠른

속도，고품질의 출력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래이져 프런터는그래픽의 출

혁이 많은 시스댐띄 출력장치로셔 아주 유용하채사용촬수 았으프로될효한

장비이다.

(나)소프트웨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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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언 하드웨어의 구성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구성

하려면 다음과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하드웨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았도록해주어야한다.

-그래픽소프트웨어

-윈도우를위한라아브러리

-프련터를위한라이브러리

(떠그래픽소프트웨어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인타펙이스를 구성함에 있어 필수적인것으

로써 어떠한 기능을제공하느냐에 따라사용자인터페이스를구성하는사람의

작엽량을 많이 줄여 주기도 한다.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시스댐 개발자가 사

용하는프로그래밍 언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자유

로운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본연구에서는 사용자 인터혜이스의 구성 및 시

스댐의 그래픽 표현을 위해 Graphic Kernel System(GKS) 소프트웨어를선정하였

다. 이 소프트웨어는 그래픽의 표준화를위해제창된기본적얀기능틀을구현

한소프트웨어로많은사람들이 아를사용하기때문에 개발된 사용자 인터폐이

스의 이식성의 관점에서 아주유용하다. GKS는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윈도

우 시스댐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사용될 수 있다 [24] .

(b) 윈도우를위한라이브러리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기능에서빼놓을수 없는것중의 하나는바로윈도

우시스렘으로，이러한 윈도우시스탬이 기본이 되어야만 시스댐을개발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스탬의 사용자도 보다 펀리하게 개발된 시스탬을사용할

수 었다. 근래에 사용되는 워코스테이션은 대부분 윈도우 시스댐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든지 윈도우시스댐은자연히 기본으로

주어진다고 할수 있다 [25] .

그러나 최근 윈도우 시스댐의 표준화가 대두 되면서 X-Window 시스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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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표준 윈도우 시스댐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개발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식성을 위해 X-Window 시스댐을사용하거나 X

Window 시스댐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한 윈도우 시스멈의 사용이 요구된

다. 본연구의 λF용자 인터혜이스를위하여사용활윈도우시스댐은SUN View

윈도우 시스댐으로이는SUN 컴퓨터에 의혜 제공되는라이브러리소프트웨

어이다. 현재 SUN View는 X-Window시스탬과호환성어없기 때문에 이식성에

있어그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SUN View는 SUN사에 의해제공되는

X-View로 쉽게 변환될수 있고， X-View는 변환프로그랩에 의해

X-Window로자동적으로변환될수있기때문에이식성문제도어느정도해결된

다고볼수었다.

(c) 프린터를위한라이브러리

위에서그래픽의 출력을위해레아져 프련되의 펼요성을 서술했으나레

야져 프린터를단순히연결하는 것으로만고품위의그래픽출력을얻을수있

는 것은 아니다. 시스댐 개발자에 의해 구성되는 실제 시스탬은자체내에서

생성되는그래픽을 레이져 프린터에 맞는 형태로변환해줄수있는기능을가

지고 있어야한다. 레이져프린터를이용한고품위출력을위해많이사용되는

Post Script는레이져 프린터가이해할수었는표준출력형태 중의 하나지만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정의된 레이져 프런터표준출력 형태가 있으므로 시스댐의

그래픽 출력윤 이들중의 한 형태로변환되어야만레이져프런터에 의한출력

이가능해진다.

이러한관점에서 프런터를위한라이브러리가프로그래밍언어에의해사용

될 수 있다면 시스댐의 개발자는시스댐의채발거찬을 절약할 수 있체 띈다.

그래픽을출력을위한 라이브러라가없으면 시스댐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언

어를이용하여아러한기능을구현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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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능적요구

사용자 얀터돼이스의 가능적 요구명세의 기본은 다음사항을 전제로 한다.

-모든프로그램수행선택은마우스로선택하는것을가본으로한다.

-각프로그램은원도우시스댐상에서 종류별로나타나도록구성한다.

- 모든선택은메뉴방식￡로 하고， 데이타 입력시만 Pop-up 메뉴형식으로

사용자가직접 데이타를입력하도록한다

자세한시스웹 메뉴의 구성은증기발생가 전문가시스댐의 각모률별로수행하

는역할에 따라분담되어야하며 개괄적인상위 메뉴에는 다음과같은것이

었다 [23] .

-:M없fum Me.血파

- Automatic Data Processing

Automatic Data Evaluation

Start

Quit

Set-up

Review

Set Span Value

Set Rotate Value

Set Channel

Analyze

Set-up

Run

Continue

Stop

- Data Base Management

History Data Management

Set-up Value

Graph

Print

Test Pla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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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Value

Load Fig

Save Fig

SO Editor

Graph

Print

Report Generation

ReportType

Status

Print

Misc.

Fonn Editor

DBM여ifier

- Misc.

File Manager

U버ity

상위메뉴의 각부분은 다시 세분되어 펼요한 서브메뉴를가지게 되며， 마우

스를 이용하여 각메뉴를 차혜로 선택하게 되면 메뉴에 해당하는기능이수

행된다.

(3 )사용자요구

(7}) 사용자 정의

증기발생기 전문가 시스댐의사용자는가폰의닮dy Current Testing (앉η

관련장비의 사용에는 익숙하지만컴퓨터소프트훼어의 쩌부사항은잘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하여 구현되었다. 따라서 컴퓨터의 내부사항을 잘모르는사

람이라 활 지라도 쉽쩨 전문자시스탬을사용할수 있도록 메뉴방삭의 셔스헬

구성과마우스의사용을전제로하여재발 되었다.

(나〉 셔스템의 유지관라

시스댐의 유지관리는사용자중심을 원칙으로하며， 개발후 실무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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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발생하는중요한문제는시스햄 개발자와같이 의논하여해결한다.기본적

으로시스댐운영상입력자료의 결함또는출력보고서의 결함등은시스댐을운

영하는 쪽에서 관랴하고 수정 보완을 혜야 하지 만， 시스댐의 동작에 있어 오류

가발생활때에는시스댐의 개발자가 이를수정보완해야한다.

다.구현

(1 ) 개요

이상에서 셜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하드

웨어 환경과소프트혜어 환경을 전제로 하여 전체 사용자 연터페이스를 구현

하였다. 특히 사용자 인터돼이스의 그래픽과윈도우시스탬의 구현을위해 오브

젝트 개념의 소프트웨어 SUN View를 사용하였는데 SUN View는 자체 기능상

아주좋은사용자 인터페이스를구성할수 있는 환경을제공하였다.윈도우시

스댐 및 메뉴방식의구현을위해 사용할수있었먼 SUN View의 기본적인기능

에는다음과같은것이 았다 [25] .

- Object

· Menu: Pop-up 메뉴를구성할수있도록해주는오브젝트

· Icon: 시스댐에서 사용할수 있는작은 이미지

· Cursor: 커서의 효과적인 사용을위해 제공되는오브젝트

· Panel Item :패널에서 사용자의 선택을위해 제공되는오브젝트

.Sσollb따:큰화변을나누어 볼수 있게하는오브젝트

- Window

· Frame: 각오브젝트및 윈도우를담을수았는외곽틀

· Subwindow :여러종류의 윈도우화면

- Subwindows

· Canvas:그래팩을사용할수 있는윈도우화연

· Panel: 폐널 오브젝트를사용할수있는윈도우화면

· Text: 택스트의사용을위한윈도우화면

· Tty :터미날과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윈도우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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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는시스댐에서 제공하는 바로이러한기능틀을조합하여

구성하였으며 C프로그래밍 언어를통하여 이들을통합， 기타시스탬과하나의

시스탬을이루도록하였다.

(2 ) 모률의 구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시스댐과 사용자와의 대화에 필요한 부분음프로그

래밍 언어을 이용하여구현한것이므로전문가시스댐에서사용하고 있는메뉴

와깊은 관련을갖고 있다. 개개의 상위 메뉴는그자체가 하나의 모률이 되며 각

모률은또 세부적인 모률로나누어 진다. 시스탬을 구성하는중요한 상위모률은

Automatic Data Processing 모률， Data Base Management모률 및 Misc. 모률이며 이

들각각에서햄되는모률을그림으로나타내면 〈그럼 2.16>과같다.

Main

Automatic Data Base
Misc.Data Management

Processing

<.:L렴 2.16(가»상위 사용자 인터꽤이스 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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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Data Processing

Automatic
Data Review
Processing

SetStar-
Span Value

Quit Set- f---- Rotate Value

L...- Set-up Set Channel

H Analyze

Set-up

Run

Continue

Stop

〈그립 2.16(나) > Automatic Data Processing 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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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ta Base M~nagement I

History Data Test Plan Report Misc.Mansgement Management Generation

Set-up
I---

~et-up
뉴-

Report Fonn
Value Value Type 뉴-

Editor

Graph Load Figf-

키 Status DB
~

Modifier
Print 버 Save Fig I Print

SG
~ Editor

I Graph

Print

〈그렴 2.16(다» Data Base Management 모률

Misc.

File Manager Utility

〈그립 2.16 (라» Misc.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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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검증및확장

본전문가셔스댐은 실용시스댐을목표로하여 설계 되었으며 SUN /UNIX

상예서 C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이 시 스댐에 대한 검증은 calibration

standard를 위한 데이타로 이용되는 인공 결함신호에 대한자료와고리 2호겨

증기 발생기 전열관에 대한신호 자료를 사용했다. 본 시스댐에서는， 상용되

고 있는 검사 장벼가보펀적으로8 channel에서 얻어진 와전류파형을분석하여

분류및 결함깊이를펑가하는방삭이묘로，그에 준하여 다중 channel의 자료를이

용한정밀한분석을할수있도록구현되었다.그러나이전문가시스탬의가장핵

심 부분이라할수 있는지삭 기반(knowledge base) , 즉와전류 파형을해석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은학습에 의해 점진적으로누적되는 것으로， 현재 까지 누적되어

었는지식은 실제증기발생기전열관의모든 이상신호를감지분류하기에는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시스댐의 검증으로 바교적 신호의 성질이 뚜렸한구

초물(TSP，TS ，BP，AVB등) 선호에 한하여 신호의 정확한추출 여부 및 처리 속

도에 중점을두어 검진을 한결과 신호의 정밀한추출 및 분석이 신속정확히 이

루어짐을확인할수 있었다.

앞으로본전문가시스댐 실용화의 가능성에 대한가장큰관건은지삭 기반

의 확충에 었다. 즉지삭 기반은 신호 해석에 필요한축적된 지식을 의미하며， 이

지식은신호해석 전문가로부터 구초적으로수집하여 정밀한검증을거찬후에

본 전문가시스댐에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적 방법으로 지식 기 반에 수록하

게 된다.그러나이 작업은정밀한 신뢰도를바탕으로충분한기간동안에 걸쳐

점진적으로이루어 져야하므로이 분야에 대한계속적인 연구및 지원이 요구된

다. 이 지삭 기반이 충분히 축적된 후에 역시 충분한시간에 걸친 현장검증 및 적

용어 점진적요로이루어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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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자료관리 시스댐은 지난 5년간의 고리 2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자료를 이용했다. 또한 이 자료들을 이용한 성능 빛 기능 검토는 비파괴 실

험연구실의 Eπ 전문가의 실제 시스댐 운영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시스댐의 확장에는 좀 더 다양한 자료의 분류를 위해 자료 Table의 내용

을 포두 Identification Code.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증은메뉴방삭의 시스멤구성， 마우스의 사용이

라는기본설계 방침에 따라구성된 시스댐의 동작을시험해 보는것으로생각할

수 았다. 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각부분윤 마우스의 선택에 의해 윈도우에

근거한 메뉴방식으로동작하였다. 이번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을위해 SUN

컴퓨터에서거본적으로제공하는오브젝트개념을가지고았는 SunView를사용

하였는데 실제 시스댐의 구현에 있어서 커다란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사용자

시스댐의 개선방향은속포의개선과기폰그래픽및 윈도우소프트웨어의표준

소프트웨어로의 변환둥이 남아있요나，이미 축적된 지식을기반으호볼때그리

어려운일은아니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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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 론 및 건의사항

본과저l 에서 제안된 증기 발생가 전열관에서 추출된 와전류파형에서의

어상신호(결함신호)추출 및 분류를위한전문가시스탬의 주요내용을간략히

설명하면다음과같다.

.Syntactic representation of eddy current wavefonn

.Object-oriented representation of the signal evalua디on knowledge

.Rule based production system - data-driven, forward chainning inference

.Relational data base(ORACLE) approach to archive the inspection data

.MIZ-18 oriented user interface

.GKS based graphics interface - Multi-window, Mouse control

.IEEE 488 based real time data acquisition

즉 Freeman의 chain code[l]를응용한 기본꽤턴(pattern p파nitive)의 정의， 입력

파형의 가변 구간 분할법에 의한 segment 추출， 정의된 기본 패턴을 분할

(segmentation)된 입력 파형에 적용하여 얻어지는 입력 파형 s미ng의 추출로 이어

지는 구문적 표현(syn않etic representation) 방식의 도입은시스탬 내부에서의 신호

표현 및 처리를용이하게하여， 실제 신호값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 속도

및 storage overhead를 최소화할수 있었다. 또한이로인해 전문가시스댐에서 검

사 전문가의중요한습관인 선호의 모양과 궤적을 이용한 이상신호의 우션

추출 방식의 구현이 용이했다.

현재 개발되고 었는 많은 소프트웨어가오부젝트 개념으로기반으로 하여

설계 구현되는경향을갖고 있기 때문에 어러한개념하에 셜겨1. 구현한 본증기

발생기 전문가시스댐 커널이나사용자 인터페이스는앞으로 이와같은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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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개발된소프트팎l어와의 상호인터페이스에 있어공통점을가질수있을것으

로생각된다. 이번 전문가시스댐의 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전문가시스댐 의 원자력 응용시에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전망된다.

아력 자료관리 시스탬은 자료관리가 Expert System의 이상 신호 추출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갱년 변화에 따른 문제를 문제시 하지

않았먼 곳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결합을 발견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기폰의 자료관리 시스댐보다 다양한 출력양삭을 제공함￡로써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있게 하였다.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설계와구현에 있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전제로

설계 구현하였으며，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오브젝트 기반 개념이 사용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사용하였기 때문에 구현이 쉬웠고，구현후사용이 펀리하

였다.

-모든프로그램의 수행선택은 마우스로 한다

- 각프로그램은윈도우시스렘을기초로구현되다

-모든선택은메뉴방식으로하고， 떼이타 입력에 관련된 것만

Pop-up 메뉴방식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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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를훌,- ..,
(전문가 시스탱 Kernel 주요부분 프로그램 리스트)



험nclude <1aserkr.h>
#include <1aserrps.h>
#include <8t벼o.h>

#include강nath.h>

#def'me MAXTUBE 1024α)()1* 1 Mbyte buffer for ECI’ raw data *1
#defme HEADSIZ 1024 /* eet data file header size *1
#define PPSIZ 2048/* let's pattern primitives buffer size *1
#define THVAL 5 1* threshold values *1

1*** global data area *************************************1
FILE *fin; /* ee raw data file and channel’s data *1
char pps[PPSIZ]; 1* pattern primitive sσing buffer */
short ppl[PPSIZ]; /* pattern primitive length buffer */
short ppmh[PPSIZ]; /* pattern primitive horiz. value sum */
short ppmv[PPSIZ]; /* pattern primitive vetie. value sum *1
int ppnum; /* total point number in a tube *1

1************************************************************************
* FUNCTION NAME: main
* CREATED: Nov. 16,1989
*CREATOR: *
* PARAMETERS: NAME PURPOSE
* RETURNS: nothing
* GLOBAL VARIABLES : NAME PURPOSE
* fin eet raw data file descriptor *
* LOCAL VARIABLES: NAME PURPOSE
* fheader buffer for eet file header *
* buf buffer for eet raw data *

* *

*
*

*
*

*

*

* *
* ACTION: Firstly set LASER environment and *
* , Read eet raw data from eel binary ftIe through the 1 Mbyte *
* data buffer and 1 Kbyte he때er buffer. *
* find event signal segemts thru the preprocessed eet data *
* using LASER t∞1. *
* ’There are many procedures in the main which are not implement *
* y~. *
* *
************************************************************************1



main(argc,argv)
int argc;
char **argv;
{
char *theader;
char *buf;
char *bufpπ;
mt numcnt;
int heacnt;
mt status;
int ch;
int φntnurn; /* total point number */

lsr_ini따(argc，argv);

/* invoke routine to initalize LASER/KR */

lsr_initrpsO;
/* invoke RPS routine to initalize LASER/RPS */

fin =fopen("data.ect" ,ttrn); /* ec raw data *1

fheader =(char *)malloc(HEADSIZ);
if (!fueader) (

printf("out of memory\n");
exit(!);

heacnt = fread«char *)fheader,sizeof(char),HEADSIZ,fin);
/* spread-header(fheader);
*/

free(fh않der);

buf = (char *)m외loc(MAXTUBE);

if (!buf) (
printf("out of memory\n”);

exit(1);

numcnt =fread«char *)buf,sizeof(char),MAXTUBE,fin);
φntnurn = nurncnt / 32; /* 1 point has 8 channel and each channel */

/* has 2 elements with 2 byte integer */
fclose(fin);



bufpσ =buf;
ppnum = preprocess(3 ，bufpσ，tpntnum);

printf("number of entry %d 、}"，ppnum);

잠ee(b따);

α-eate_datLobjectO;

σeateJUles-objectO;

α-eate_p앙rno피0;

Isr_writekb("lsrpp.kb II,(char *)NULL);
1* RPS engine is invoked somewhere in expert routine *1
lsr_rpsengine("parm_ obj");

} 1* end of main *1

int preprocess(chan，cbpσ，tpnt)

int chan;
short *cbpσ;
mt φnt;

int pc=O;
int ec=O;
char pp;
short hm,vm;

1* point counter *1
1* entry counter in the buffers *1

rnake_pp(cbpσ ，chan ，&pp，&hm ，&vm); /* make frrst pattern primi. *1
pps[ec] = pp;
ppmh[ec] = hm;
ppmv[ec] = vm;
ppl[ec] = 1;
cbptr= cbpσ+ 16; /* point next point loe in the buff *1
ec++;
pc++;

while (ec < PPSIZ) (
make_pp(cbpσ，chan，&pp，&hm，&vm);

pc =pc + 1;
if (pps[ec-l] == pp) {

ppmh[ec-l] :::; ppmh[ec-l] + hm;
ppmv[ec-lJ :::; ppmv[ec-l] + vm;



ppl[ec-1] =ppl[ec-1] + 1;

else {
pps[ec] == pp;
ppmh[ec] == hm;
ppmv[ec] == vm;
ppl[ec] == 1;
ec++;

cbpσ ==cbpσ+ 16; 1* point next point loe in the buff *1
if (pc >== tpnt) {

return(ec); /* return the number of pp entry in the buf *1

retum(PPSIZ);
} /* and of make_bILpp *1

make_pp (pσ，chan ，pp，바l，dv) 1* ex없ct pattern primitive from raw data *1
short *ptr;
int ch뻐;
char *pp;
short *dh,*dv;

short *th,*tv;
char geLpp_ch따();

th == ptr + 2*(chan - 1);
*dh == *th - *(th + 16);

tv == th + 1;
*dv = *tv - *(tv + 16);

*pp == geLpp_char(*dh,*dv);

char geLpp.一ch없(h，v)

short h,v;

float rate;

if «abs(v) < THVAL) && (abs(h) < THVAL» return(’a끼



if (h == 0) { if (v > 0) retum(’h’); else ret따n('d’); }
rate = abs(vlh);
if (rate < 0 .42) ( 1* below 20 deg from HOTZ 파le */

i효f(센h <= 0) return('b')
e려Is않eIπ"etm끼π('’'f);

else if (rate >= 2.5) { /* above 70 deg from HOTZ 파le */
if (v <= 0) ret따n(’d’);

else return(’h’)

else { /* 20 deg <= rate <= 70 deg */
if «h <= 0) && (v <= 0» return('e’);
if «h > 0) && (v > 0» return( ’g끼

if «h > 0) && (v <= 0» return(’e ’);
if «h <= 0) && (v> 0» return(’i’)

LSR-VAL geLnexLpointO

LSR-VALpi;
int i =-O;
char eh[l];
short ln,mh,mv;

pi = lsT_getval("eounteT’?’ppb_entry_pσ" ，(char *)NULL);
if (pi != NULL) i = lsT_xint(pi);

ch[O] = pps[i];
In = ppl[i];
mh = ppmh[i];
mv = ppmv[i];

Isr_setval("point","c It,LSR-STR(eh»;
IST_setv외("point","I",LSILINT(ln»;
lsT_setval( ’’point”,’’h",LSILINT(mh»;
IST_setval("point","v",LSlLINT(mv»;

/************************************************************************



*

*
*

*
PURPOSE

* FUNCTION NAME: αeate_data-object
* PARAMETERS: NAME
* RETURNS: nothing
* LOCAL VARIABLES: NAME PURPOSE
* obj 0비eet name *
* ACTION: α-eate the ’data memory' to describ the Ecr data knowledge *
************************************************************************1
create_datLobjectO

char*obj;

if (lsr-isobj(obj ="counter"»
lsr-remobj(obj);

lsr_makeobj(obj);
lsr_nsetval(obj,"ppb_entry_pσ"，LSILINT(O));
lsr_nsetval(obj,"pre_tube_end-cnt",LSILINT(O»;
lSf_makeprop(obj,"Ioe");
lSf_nsetval(obj,"bnd’’,LSR-INT(ppnum»;
lsr_nsetval(obj,"geLnext",LSR-MTD(geLneXLpoint»;

if (lsr_isobj(obj = "point"»
lsr-remobj(obj);

lsr_makeobj(obj);
lsr_makeprop(obj,"c");
lsr_makeprop(o피，”1”);

Isr_makeprop(obj,"h");
lsr_makeprop(obj ,"v");

if (lsf-isobj(obj = "sp"»
lsr-remobjωbj);

lSf_makeobj(obj);
lsr_nsetval(0비，"nexLsp-id"，LSRJNT(l»;I* next sp which is not found yet*1
lsr_makeprop(obj ,’’sp_id");
lsr_makeprop(obj ,"status");
lsr_makeprop(o비，"predicLloe");
Isr_makeprop(obj,"deteeLloe’끼
lsr_makeprop(obj,"raw_buf_pσ");

lsr_makeprop(obj,"pps");



Isr_makeprop(obj，"갱pp피피l'’”’')
Isr_makeprop(0비，”ppmhl’);

Isr_mak.eprop(obj,"ppmv");

if (lsr-iso비(0피 ="sp1 "»
Isr--remobj(obj);

Isr_makeobj(obj);
Isr_reIate(obj ,"instanceof’,"sp");
lsr_setva1(obj,"sp_id",LSlLINT(l»;
Isr_setval(obj，"pr혀ictJoe",LSlLINT( 1아뻐));

if (Isr-isobj(obj = "sp2"»
Isr--remobj(obj);

lsr_makeobj(0피);
lsr_reIate(obj,"instanceof',"sp");
lsr_setval(obj,ttsp_idtt,LSILINT(2»;
Isr_setv려(obj，"pr벼icLloe",LSlLINT(15αXl»;

if (lsr_isobj(obj = "sp3"»
Isr-remobj(obj);

lsr_makeobj(o피);

lsr_relate(。이，"instanceof’,"sp");
lsr_setval(obj,"sp_id’’,LSlLINT(3));
lsr_setval(o비，”pr벼ict-Ioe" ,LSlLINT(20000»;

} /* end of create_dara-object ****/

*

*
*

*

PURPOSE

PURPOSE

*

* FUNCTION NAME: create_rules-object
* PARAMETERS: NAME
* RETURNS: nothing
* LOCAL VARIABLES: NAME
* rule rule 。이eet name
* ACTION: αeate the ’rule memory’ to describ the ECI’ signal
* evaluation knowledge *
************************************************************************/

1************************************************************************

*

αeate.피lles-object(}



char*n괴e;

lsr_makeobj(rule="lr~scan It);
Isr_relate(rule,"instanceof’t"LSlLLOCALRULE_GROUP");
Isr_setva1(rule,"COMMENT",LSlLS’fR("Evaluation Rule Group"»;
Isr_setva1(rule,"LHS",LSR-STR("counter ppb_enσy-pσ= 0"»;
lsr_setva1(ru1e,"CONTROL",LSlLS’fR("counter ppb_enσy-pσ<= ?BOUND"»;
lsT_setva1(rule,"ENTRY_ACTION",LSR-STR("bind ?BOUND counter bnd"»;
lsr_addva1(rulet"ENTRY_ACTION",LSR-STR("message counter geLnext"»;
lST_addval(rulet"ENTRY_ACTION" ,LSlLSTR("incval counter ppb_entry_ptr"»;
IsT_addval(rule,"ENTRY_ACTION",LSlLSTR("bind ?LN point 1"»;

Isr_addva1(rulet"ENTRY_ACTION",LSlLS’fR("setval counter pre_tube_encLcnt ?LN"»;
Isr_relate(ru1e,IISUB_RULES"t"lrg_fincLevent");

IsT_makeobj(rule = "grg_fincLtube_end");
lST_relate(ru1e,"instanceof',"LSlLGLOBAL_RULILGROUP");
lsT_setva1(rulet"COMMENT",LSlLSTR("Find tube end point"»;
lsT_setva1(rulet"CONTROL",LSR-STR("counteT loc = ’1ST_null’"»;
IsT_setva1(rule,"LHS",LSR-STR("counteT loe = ’lsr_null" ’»;
IsT_addva1(rule,"LHS",LSlLSTR("counteT ppb_entry_pσ <> 0"»;
lST_setval(rule,"PRIORITY",LSR_ll'‘T(1»;
Isr-relate(rule,"SUB_RULES","lr_geLnexLpoint");
1sT_al뼈rel(ru1e，"SUB_RULES"，"lr_fmcLencLpoint");

lsr_setval(rule,"ENTRY_ACTION",LSlLSTR("setval gr~fmcLtube_endPRIORITY
0"»;

IsT_makeobj(rule = "lrJincLencLpoint");
lST_relate(rule,"instanceof',"LSlLLOCALRULE");
lST_setva1(ru1e,"LHS",LSR-STRC'point h ::> lOO"»;
IST_addval(rule,"LHS",LSlLSTR("point v > 100"»;
lST_setval(rule,"RHS",LSlLSTR("setval counteT loc 0"»;
lsr_addval(ru농，"RHS"，LSlLSTR.("bind ?CP po파 1"»;
IsT_addval(rulet"RHS",LSlLSTR("bind ?TP counter pre_tube_encLcnt"»;
Isr_addva1(rule,"RHS",LSlLSTR("bind ?MP ('!fP - ?CP)"»;
Isr_addval(rulet"RHS",LSR-STR("setval counter pre_tube_encLcnt ?MP"»;



lsT_makeobj(rule = "lr_geLnexLpoint");
1sT_reIate(rule,"instaneeof',"LSLLOCAI‘ _RULE");
IST_setv외(rule， "LHS"，LSR-STR("pointh < 100"»;
IST_addval(rule,"LHS",LSR-STR("counteT loe = ’ IST-Il띠I"’»;

IST_setva1(rule,"RHS",LSR-STR("message counteT geLnext"»;
IsT_addv외(rule，"’뻐S It ，LSR-STR(’페cv려 counter ppb_enσy대납It»~;
Isr_addval(rule,"RHS",LSR-STR("bind ?LN point I"»;
IsT_addval(rule,"RHS",LSR-STR("bind ?RCP counteT pre_tllbe_encLcnt"»;
lsT_addval(rule,"RHS",LSR-STR("bind ?RSUM (?LN + ?RCP)"»;
IsT_addva1(rule," RHS" ,LSR-STR("setval counteT pre_tube_encLcnt ?RSUM"»;

Isr_makeobj(rule='’lr~fincLevent");

lsr_Telate(rule,"instanceof’,’’LSR-LOCAI‘ _RULE_GROUP");
IST_setval(rule,"COMMENT'’,LSR-STR("detect event knowledge"»;
Isr_setva1(rule,"LHS",LSR-STR("counter loe <> ’Isr_null"’»;
Isr_setva1(rule,"CONTROL",LSR-STR("counter ppb_enσy-pσ<= ?BOUND"»;
Isr_setval(rule,"ENTRY_ACTION",LSR-STR("bind ?BOUND counter bnd"»;
Isr_relate(rule,"SUB_RULES","lr_geLO-point'’);
Isr_addrel(rule,’’SUB_RULES","lr_prinLpoint");
Isr_ad따el(ru1e，"SUB_RULES"，"lrg_supporLp1ate");

lsr_make。이(rule = "lr_geLO-point");
lsr_relate(rule,"instanceof’,"LSR-LOCALRULE");
Isr_setva1(ru1e,"LHS",LSR-STR("point c = ’1sr_null"’»;
Isr_setval(rule,"RHS",LSR-STR("message counter geLnext"»;
lsr_addva1(rule,"RHS",LSR-STR("incval counter ppb_enπy-pπ"»;
Isr_addva1(rule,"RHS",LSR-STR("bind ?CP counteT loe"»;
Isr_addval(rule,"RHS" ,LSR-S’fR("bind ?LN point 1"»;
Isr_addva1(rule ," RHS" ,LSR-STR("bind ?SUM (?CP + ?LN)"»;
lsT_addval(rule,"RHS" ,LSR-STR("setval counteT loe ?SUM"»;

Isr_makeobj(rule = "lr_prinLpoint");
Isr_relate(rule,"instanceof',"LSR-LOCAI‘_RULE’끼
IsT_setva1(rule,"LHS",LSR-STR("point c <> ’lsr_null’"));
IsT_setv외(rule ，"RHS",LSR-STR("printobj point"»;
Isr_addva1(rule,"RHS" ，LSR-STR(ψ디ntobj counter"»;
IsT_addval(rule,"RHS" ,LSR-STR("delval point e"»;



IST_makeobj(rule="lr~supporLplate");

lST_relate(rule,"instanceof’,"LSlLLOCALRULE_GROUP");
lsr_setval(mle,"COMMENT",LSlLSTR("detect support plate"»;
lsr_setval(mle,"LHS",LSlLSTR("counter ppb_enσy-pσ>= ?BOUND "»;
lsr_addval(mle,"LHS",LSlLSTR("point c = ’f"»;
lsr_setval(mle,"CONTROL",LSlLSTR("sp status 1"»;
lsr_setval(mle,"ENTRY_ACTION",LSR-STR("bind ?BOUND counteT bnd"»;
IST_addval(mle,"ENTRY_ACTION" ,LSR-STR("setval SupporLplate status 1"»;
lST_addval(mle,"ENTRY_ACTION",LSR-STR("bind ?CP counter ppb_entry_ptr"»;
lST_addval(rule,"ENTRY_ACTION",LSlLSTR("bind ?C point c"»;
lsr_addval(mle," ENTRY_ACTION",LSILSTR("bind ?H point h"»;
lsr_addval(mle,"ENTRY_ACTION'’,LSILSTR("bind ?V point v"»;
lsr_addval(mle," ENTRY_ACTION" ,LSILSTR("bind ?L point I"»;
IST_addv떠(mle，"ENTRY_ACTION",LSILSTR("addval sp pps ?C"»;
Isr_addval(mle,"ENTRY_ACTION" ，LSILSTR(갱ddval sp ppmh ?H"»;
lsr_addval(mle,"ENTRY_ACTION" ，LSILSTR(갱ddval sp ppmv ?V"»;
lsr_addval(rule,"ENTRY_ACTION",LSILSTR("setval sp ppl ?L"»;
lsr_addval(rule,"ENTRY_ACTION",LSILSTR("setval sp detecLloc ?CP"»;
lsr_addval(mle,"ENTRY_ACTION",LSILS’fR("delval point c"»;
lST_setval(rule,"EXIT-ACTION",LSlLSTR("write ’ find a support-plate\n"’»;
lST_relate(mle,"SUB_RULES ’?’lr_geLO-point");
lST_addrel(rule，"SUB_RULES"，"lr~taiLsupporLplate");

lST_addrel(n피e，"SUB_RULES’?’lr_prinLpoint");

lST_makeobj(rule=’’lr~taiLsupport-plate’’);

lST_relate(rule,"instanceof’,"LSILLOCALRULE‘ GROUP");
IST_setval(mle,"COMMENT",LSR-STR("detect the tails of support plate"»;
lsr_setval(rule,"LHS",LSR-STR("point c = 낳"»;

lsr_setval(rule,"CONTROL",LSlLSTR("point c = ’f"»;
lST_addval(mle,"ENTRY_ACTION",LSILSTR("delv외 point e"»;
IST_setval(rule,"EXIT-ACTION" ,LSILSTR("write ’ find a support-plate\n"’»;
1sr-relate(mle,"SUB-RULES ","lr_pULpoints-to_sp");
lsr_addrel(떠e， ItSUB_RULES","lr_noLsupporLplate’1
1sT_add파re퍼I(ru띠l꾀Ieζ，;’”’'SUB_RULES’?’lr_geLO-poinf');

lsr_makeo피(rule="lr_puLpoints_to_sp");



IsT_relate(mle,’’instaneeof’,’’LSlLLOCAL....RULE");
IsT_setval(rule,"LHS",LSILSTR("sp ppl <= 50"»;
IsT_setv떠(rule，"RHS"，LSlLSTR("bind?C point e"»;
IST_addva1(rule,"RHS",LSILSTR("bind ?H point h"»;
IST_addva1(rule,"RHS",LSILSTR("bind ?V point v"»;
IST_addva1(rule,’’RHS" ，LSILSTR(페nd ?L point I"»;
lST_addval(rule,’'RHS",LSILSTR("bind ?다.. sp ppl"»;
lST_addva1(rule,"RHS",LSILSTR("bind πL (?CL + ?L)"»;
lST_addva1(rule,"RHS" ，LSILSTR("addv떠 Sp pps ?C"»;
IST_addv떠(rule，"RHS"，LSlLSTR("addva1 sp ppmh ?H"));
lST_addva1(rule,"RHS",LSlLSTR("addva1 sp ppmv ?V"»;
lST_addva1(rule,"RHS",LSILSTR("setva1 sp ppl ?11.."»;

lST_addva1(rule,"RHS" ,LSILSTR("delva1 point e"»;

lST_makeobj(rule=’’lr_noLsuPPOrLplate");
lST_relate(mle,"instaneeof’,"LSILLOCAI‘ RULE");
lST_setval(rule,"LHS",LSlLSTR("sp ppl > 50"»;
lST_setva1(mle,"RHS",LSlLSTR("bind ?OLD sp detecLloc"»;
lST_addva1(rule,"RHS" ，LSILSTR("inev떠 ?OLD"»;
lST_addva1(rule,"RHS",LSILSTR("setva! counter ppb_entry_ptr ?OLD"»;
IST_addval(rule,"RHS",LSILSTR("setva1 sUPporLplate status 0"»;
IsT_addva1(미Ie，"RHS",LSILSTR("delobj sp"»;
IsT_addva1(rule,"RHS",LSILSTR("delva1 point e"»;

lST_rnakeobj(rule = "gr_quit");
lST_relate(rule,"instan∞of’，"LSILGLOBALRULE");
IsT_setval(ruIe ," LHS",LSlLSTR("eounter ppb_entry_ptr = 15"»;
lST_setva1(rule,"PRIORITY",LSR_INT(l»;
lST_setva1(rule," RHS",LSlLSTR("write '\n\t Normal Finisll、}"’»;

lST_addva1(rule,’’RHS" ,LSILSTR("ha1t"»;

*
*

PURPOSE
* FUNCTION NAME: create_parmobj
* PARAMETERS: NAME
* RETURNS: nothing

/************************************************************************
*



*
*
*

* weAL VARIABLES: NAME PURPOSE
* ACTION: α-eate the the specific p따ameters object as an instance of
* the generic LSILRPSJ>ARMS object and set the p따ameters

* to desired values. *
************************************************************************/
create_p따mobjO

char*pannobj;

if (lsr-isobj(p없mobj = "p하m_obj"»

Isr_remo피(p따mobj);

lsr_makeobj(p없mobj);

lsr_relate(pannobj,"instanc∞f'，"LSR-RPS_PARMS t1);
lsr_setv외(p따rno피，"ERROR-FILE" ，LSlLSTR("stdeπ"»;

lsT_setv a1(p따mobj，’’TOP_LEVEL_RULE",LSR-STR("lrg_sca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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