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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 제 목

중성자 신호를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일반적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은 매우 복잡한 구조물로

서 운전 년수의 중가에 따른 경년열화(aging) 현상과， 원자로 내부률 흐르

는 고온 고압의 냉각수에 의한 유통유발진통(flow-induced vibration)에 의

하여 내부구조물 간에 체결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체결부품이 이탈되어 냉

각채 유로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노섬 유로를 차단할 뿔만 아니라 타가기

에 손상올 주기도 한다. 따라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합올 조기에 진단

하기 위한 잡옴해석 기술은 안전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함， 특허 CSB (core support

barrel) 및 TS (th딴mal shield)의 체결력 저하 및 핵연료 집합체의 지지

조건 변화에 관한 진단기술 및 진단 시스댐의 개발에 었다. 이를쉬하여

1차년도에서는 원자로 참읍을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분석기볍올

체사하였으며， 이흘 토대로 울진 1호기의 노외 중성자 잡음 및 가속도 신

호를 채취， 분석하여 내부구조물의 진동특성올 구하였다. 그리고 신호 분

석을 통해 구한 진동톡성을 울진 1호기의 prototype언 Tricastin 1호기

(Framat아ne)의 친통특성파 비교 검토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내부구조물

의 결합의 진단에 필요한 여러가지 청보나 사설뜰의 연관성올 반영할 수

있도롬 IF-THEN rule을 이용한 간이 expert system을 국내 최초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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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신호수집 및 분석의 자동화를 위한 PC용 소프프웨어을 개발하

였다. 또한 결함에 따른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울진 l호기의 내부구조물

을 FEM 모텔링하고， 인위적 결합상태를 모사하였다. 그리고 내부구조물

진동특성의 운전시간의 증가에 따른 경향올 파악하기 위해 울진l호기률

대상으로 1년간와 진통특성을 관찰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선호 수집 및 분석기기의 운용 프로그램 개발.

2. IF-THEN rule을 이용한 간이 expeπ system 개발.

3. 결함에 따른 중상 파악을 위한 원자로 CSB!fS의 모텔링.

4. 원자로 내부구조물 동특성 분석 기술 확립.

5. 울진 1호기 내부구조물 진통특성의 경향분석.

6‘ 울진 1호기 내부구조물 결함 진단 기준 체안.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결과

가. 울진 1호기 내부구조물의 진통 주파수는

핵연료 집합체 1차 bending 모우드 : 301Hz

핵연료 집합체 2카 bending 모우드 . 602Hz

CSB beam 모우드 : 8.2Hz

CSB shell 모우드 : 20.6Hz

RPV swing 모우드 : 13.3Hz

RPV 상하 운동모우드 : 26.3Hz

로 파악되었으며， 이외에 확언되지 않은 진동모우드로 4.7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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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Hz가 었다.

나. 내부구조물의 진동이 노외 중성자 신호냐 가속도 신호 모두에서

감지되나， 노외중성자 잡음에서는 CSB beam, CSB shell 모우드가，

가속도신호에서는 RPV의 swing , RPV 상하 운동모우드의 파악이

용이하다. 특히， CSB shell 모우드는 가속도 신호에서는 잘 감지

되지 않으며 노외 중성자 잡음에서 잘 감지된다.

다. 울진 1호기의 내부구조물올 FEM 모델링하고， 인위적 결함상태를

모사한 결과에 따르면 hold-down spring의 결함 발생시 CSB shell

모우드 진동수는 큰 변화가 없으며 t CSB beam묘우드 주파수는

10% 결함시 4.6%, 20% 결함시 18%정도 떨어잔다.

라. 울진 1호기의 한 핵주기 동안0993.3 - 1994.4)의 CSB beam 모우드

주파수의 변동폭온 8.125 - 8.375 Hz으로 2% 이내이다. 따라서

언위척 결함올 모사한 결과를 고려해보면 8 - 10% 정도 이상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CSB의 hold down spring에 결함이 발생 하였

다고 판단하연 타당하려라 생각된다.

마. 본 연구에서는 IF-THEN rule을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결함

진단올 위한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P 정상상태에서의 내부구조물 동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원자로 내부

구초물의 결함을 파악하는 야상진단시스템의 핵심 자료로 활용.

p 원자로 내부구조물 이상진단을 위한 PC base의 진단 소프트훼어가

개발됨에 따라 차후 야를 이용한 진단 시스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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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영 광 3，4호기 및 후속기 의 NIM:S(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로부터 얻게되는 중성자 잡음신호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NIMS 의 효율적 인 운용가능.

P 국내 각 원전의 운전이력 빛 원자로 잡음신호의 Data Base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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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Fault Diagnostic Techniques

for Reactor Internal Structures using Neutron NOlse AnalysIs

n.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reactor internal structures which consIst of many complex

components are subjec않d to flow-induced vibration due to lu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lant and aging process over reactor

life time. These unfavorable effects cause degradation of structural

inte망ity and may result m loosing some mechanical binding

components which might impact other equipments and components or

cause flow blockage. Since these malfunctIons and potential failures

change reactor noise signal,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actor nOIse

signal for early fault diagnosis in view point of safety and plant

econonuc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fault diagnostIc

te다miques for reactor internals, 뻐πicularly CSB (core support barreD

and TS <thennal shield) , and to develop a data acquisitIon and signal

processIng software system. In the fIrst year .of ~his study, an

an머ysis technique for the reactor internal vibr~tion using the reactor

noise was proposed. WIth the technique proposed 없ld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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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sIgnals (ex-core neutron and acceleration), the dynarruc

characteristics of Ulchm-l reactor internals were obtain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ricastm-l wluch is the prototype of Ulchin- l.

In the second year, a PC-based expeπ system for reactor Internals

fault dIagnosis IS developed, which included data acquisition, signal

processing, feature extraction function, and represented diagnostic

knowledge by the IF-THEN rule. To know the effect of the faults,

the reactor intEπnals of UIchin-l are modeled using FEM and simulated

with an 따tificial defect given in the hold-down 、 spring. Trend i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actor internals is 허so observed during one

fuel cycle to know the effect of boron concentration.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data acquisition and signal processing software.

2. Development of IF-THEN rule-based expert software for fault

diagnosis of reactor internals.

3. Fi띠te element modeling of CSB/TS for fault simulation.

4. Establish the analysis techruQues on the reactor intern허 sσucture

dynamic characteristics.

5. Trend an러ysis of the dynamic charactenstics of U1ch.in-l NPP

mt없1al structures

6. 맘opose the fa비t diagnostic critena for Ulchin-l NPP reactor

intern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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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Results

a. The resonance frequencIes of the Ulchin 1 internals was Identified

as follows:

FA 1st bending mode . 3.1 Hz

FA 2nd bending mode: 6.2 Hz

CSB beam mode :' 82 Hz

CSB shell mode : 20.6 Hz

RPV swing mode : 13.3 Hz

RPV veπical mode : 26.3 Hz

Unknown modes : 475 Hz, 17.4 Hz

b. Reactor internals vibration is detected in both ex-core neutron

noise and acceleration signals, but CSB beam mode and CSB

shell mode are ident표'ied better with ex-core neutron noise, and

RPV swing m여e and RPV vertical mode with acceleration

signals. Es야cially the CSB shell mode can be measured only

with the neutron noise.

c.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of U1chm-l

NPP reactor mternals, the CSB beam mode resonance frequency

drop 4.6% at 10% relaxation of CSB hold-down Sπing and

drop 18% at 20% relaxation. The change of CSB shell mode

resonance frequency IS within 1%.

d. CSB beam mode resonance frequency of illchm-1 NPP was

found to vary between 8.12 and 8.38 Hz dunng a fuel cy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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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3.3-1994.4), whIch means the change rate is within 2%. It IS

therefore proposed, considenng the result of trend analysis and

finite analysis, that the critenon of fault alarm for CSB

hold-down spring degradation be set on 8 - 10% decrease in the

CSB beam mode frequency.

e. Reactor internal fault chagnosis software was developed, which

indud어 data acquisitlon, signal processmg, feature extractlon

function, and represented diagnostic knowledge by the IF-THEN

rule.

2. Propos외 for Applications

- These iden핸ed resonance frequencies of Uichin 1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fault diagJ;1osis of the plant reactor

internal s따uctures.

- The PC based fault diagnosis software which wa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diagnose reactor mternals fault of

other domestic NPP ’s.

- With the reactor noise analysis 않chniques developed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analyze and in따-pret the neuσon nOIse

fluctuation data from NIMSJNSSS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installed in Yonggwang 3&4. Therefore the efficient operation of

NIMS is possible.

- Database concerning operational history and reactor noise

signals of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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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NS 신호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그렴 70. N6 선호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그렴 71. N7 신호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그링 72. N8 선호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그렵 73. Global 성분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NI--N4)

그렴 74. Shell 성분에 대한 핵 6주거에서의 경향 (N1-- N4)

그림 75. Beam 1 성분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Nl-- N4)

그림 76. Beam 2 성분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NI--N4)

그렴 77. Global 성분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NS-- N8)

그림 78. Shell 성분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NS-- N8)

그림 79. Beam 1 생분에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NS--N8)

그림 80. Beam 2 성분애 대한 핵 6주기에서의 경향 (NS--N8)

그림 81. Nl 신호의 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기)

그림 82. N2 신호의 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71)

그림 83. N3 신호의 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기)

그렴 84. N4 선호의 팡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71)

그렴 85. N1 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기)

그렴 86. N2 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가)

그림 ?fl. N3 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기)

그림 88. N4 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71)

그림 89. Beam 1 성분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기)

그립 90. Beam 2 성분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주기)

그립 91. Nl 신호의 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 6주기)

그립 92. N2 신호의 팡대역 파워의 경향 (핵 5, 6주기)

- XVl-



그립 93. N3 신호의 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 6주가)

그림 94. N4 선호의 광대역 파워의 경향 (헥 5， 6주기)

그렴 95. Nl 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빽 5， 6주기)

그림 96. N2 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 6주기)

그립 97. N3 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 6주71)

그림 98. N4 신호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 6주기)

그렴 99. Beam 1 성분의 협대역 파워의 경향 (핵 5， 6주기)

그렴 100. Beam 2 성분의 협대역 따워의 경향 (핵 5， 6주기)

-X Vll-



몇뿔 맺훤



표.목차

표 1. 울진 1호기 CSB 및 TS 모탤의 고유진동수

표 2. 경계조건 완화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 (단위 :Hz)

표 3. 1차 beam 모우드와 l차 shell 모우드 진동수의 변화

표 4. 울진 1호기 노외중성자 취득시의 운전조건

표 5. 핵 5주기에서 각 feature들의 값

표 6. 핵 6주기에서 각 feature들의 값

표 7. Feature 값툴의 correlation 계수

- XIX-



체 I 창 서 론

쩨 I 철 연구의 필요성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와 체어관련 계풍을 체외

한 원자로 압력용기 내의 전 구조물로서 크게 CSB(core support barren ,

uPl뼈. guide structure, core shroud assembly, lower support structure

둥으로 구성된다. 또한 원자로형에 따라서는 TS(thermal s비리d)가 포함

되기도 한다. 이러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운전년수의 증가에 따른 경년

열화(aging) 현상과 원자로 내부를 순환하는 고온 고압의 냉각수에 의한

유동유발진동(flow induced vibration)에 의해 내부구조물 구성 부품간의

체결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체결부품이 이탈되어 냉각수 유로를 따라 야

종합으로써 노섬 유로를 차단활 뿔반 아니라 타기기에 손상올 주기도 한

다. 따라서 원자로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활동이

필수적이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계통의 결함은 CSB와 원자로 상부혜드와의 체

결부품인 hold-down spring, 또는 CSB와 TS의 체결부위에서 주로 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합올 탑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10년 주기 의 가동중 검사(inservice isprection : lSI)시 비파괴 검사를

행하였으나 검사중 탑지되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손상을 업힌 후에 탕지

되는 풍 원전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01 러한 이

유로 이들 결합의 조기탐지룹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야 인식되어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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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읍해석 (reactor noise analysis) 기술야 정착하게 되었다.

원자로 잡음해석기술이란 원자로 보호 및 제어계통 신호 즉， 압력，

온도， 유량， 중성자속 신호 풍의 변동(AC 성분) 신호와 진동 및 읍향 선

호들에 구초적/열수력학적 특성정보가 내포되어 있읍을 착안하여 이들 신

호들올 처리/분석하여 결합을 조기에 탑지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여러한

원자로 잡음해석기술은 결함진단 뿜만 아니라 원자로의 열수력학적 모웰

링 및 동력학적 모탤링에도 활용되고 있다. 외국 원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자로 갑음해석기술을 원전결함의 진단수단으로 널리 활용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내부구조물 결합 뿐만 아니라 원전의 주요 결합올 진단

l 할 수 있는 통합된 자동화 잔단 시스탬들이 설쳐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

서도 일부 원전에 원자로 잡음을 이용한 감사계똥이 설치되어 었으나 잡

음해석기술 및 관련설비의 운영 경험 부족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 계

통 운영 및 결합진단에 어려움을 껴고 있는 설갱이다. 따라서 원자로 잡

옴해석기술을 확립하고 진단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확보하는 둥 전반적

인 원자로 잡읍해석기술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혀 요구된다.

특히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잡음해석기

술 및 이상진단기술온 안전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쩨 2 절 역사적 때경

원자로 잡음해석이 최초로 시도된 것은 1947년 F. de Hoffman (l]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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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출력에 미소변동이 있으며 이는 중성자의 연쇄반웅에 기인함을 밝힌

것이다. 이후 원자로 출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 때를 zero power

reactor‘라 부른다)에서의 중성차속 변동성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오다，

1958년’ Moore[21 가 원자로 출력이 있는 상태(이 때를 power reactor 라 부

른다) 애서의 중성자속 변동성분 즉， 중성자 장읍요로부터 원자로의 열수

력학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 후 많은 연구/

개발올 통하여 원차로 내부구조불의 구조척 건전성올 진단하거나， 노심의

열수력학척 륙성변화를 탑지하기 뷔하여 잡옴해석기술이 유효한 도구로

용용되었다.

πlie[3] 는 가압 경수로형 원차로에서 중성자 신호의 변통올 야기시키

는 요인을 핵분열반용의 변동， 원자로 내부의 열수력학적 변화， 그라고

내부구조물의 통적거동으로 분류하였으며. Dragt[4J 는 중성자 잡음을

core 내의 핵반웅도 변화에 의한 전역(global) 성분과 CSB 운동 둥과 같

이 중성자속 전달 경로에 영향올 주는 지역(l ocal) 성분으로 나누었다.

내부구조물의 동적거동올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WalchISl ,

Bernard[6] 동은 여러 위치에서 측정한 중성자 잡용틀 사이의 다lase와

coherence 룰 이용하여 CSB의 동적 거동을 파악하였으며， Bauer‘nfeind[7] 는

preoperational test샤 내부구조물의 친동신호 및 훤자로 노플애서의 합

력선호를 분석하여 내부구조물의 동적거동올 파악하였다. 그라고

Dai ley[81 퉁은 내부구조물의 진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외 중성자 장읍

뿔만 아니라 노내 중성자 잡옴신호도 야용하였다. 이외에도 Hessel [9]는

내부구조물 친동을 감지하기 위한 측정방법에 관하여 논하였다.

MaYO [lOl 풍은 두 쌍의 중성자 신호에 서 서로 in-phase , out-of-빼ase

를 보이는 성분올 분려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고. Da i ley[8] 동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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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각방향으로 설치된 4쌍의 노외중성자 신호들을 phase의 특성에 따라

global 성분. eSB shell 모우드 성분. eSB beam 모우드 성분으로 분리하

여， 각각의 성분에 대한 파워스펙트럼올 구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잡융해석 기술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결함잔단의 신

뢰도를 높이고 진단의 편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한진단의 자동화를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논 판단이론의 도엽이 필

수적언 바， Pei ty[ll]는 통계학적인 판단이론올 기초로하여 잡읍신호의 파

워스펙트럽밀도함수를 이용한 결합진단 알고리즘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Neikerk와 Sunder[l 2]는 평가때상인 원자로에서 채집된 잡음 및 진동신호

의 파워스팩트렴과 그 원자로가 정상상태일 때 채취된 신호들의 파워스펙

트렴과의 통계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결함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올 제시하

였다.

쩨 3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합， 특히 CSB(core support

barrel) 및 TS(thermal shield)의 체결 력 저 하 및 핵연료 집 합체의 지지조

건 변화에 관한 진단기술 및 진단 시스템의 개발에 었다. 이를 위하여 -1

차년도에서는 원자로 잡음올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초물 진동분석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울진 1호기의 노외 중성자 잡음 및 가속도 신

호를 채취， 분석하여 내부구조물의 진똥특성을 구하였다. 그리고 신호 분

석을 통해 구한 진동특성올 울진 1호기의 prototype 언 Tricastin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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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atome)의 진동특성과 비교 검토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내부구조물

의 결함을 진단에 펼요한 여러가지 정보나 사실들의 연관성을 반영활 수

있도록 IF-THEN rule을 이용한 간이 exPert system올 개발하였으며， 신

호수집 및 분석의 차통화를 위한 프로그햄용 개발하였다. 또한 결함에 따

른 충상을 따악하기 위해 울진 1호기의 내부구조물윷 FEM 모웰링하고，

인위적 결함상태를 모사하였다. 그리고 내부구조물 진동특성의 운전시간

의 중가에 따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울진1호기를 대상으로 1년간의 전

통특성을 관찰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및 건의사항으로

나건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훨요성 및 역사적 배경 그리고 연구의 목적

빛 내용몹 기술하였다.

본론의 1절에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이상진단을 위한 신호처리 방법

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륙히 중성자 선호를 phase특성애 따라 분리

(decomposi디on)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였다. 2젤에서는 정상상

태 및 버청상상태(본 연구에서는 hold-down spring의 결합 상태)에서 원

자로 내부구조물의 동특성 파악을 위한 유한요소 해석방법 몇 해석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이상 진단을 위한 프로그햄인 <Pro-Mind>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4절

에서는 울진 l호기를 대상으로 핵 주기 동안의 내부구조물 동특성 변화

및 진단을 위한 f잃ture의 경향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롱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파 및 기대성과， 그리고 건의

사항을 기술하였다.

F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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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보
'-- 로L

쩌I 1 절 원자로 내부구조불 이상진단율 위한

신효처리 방법

’

1. 훤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합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내부구조물은 크게 C5B, upper guide

structure, core shroud assembly, lower support sσucture로 구성된다. 그

리고 C5B는 원자력 압력용기 (RPV : reactor pressure vessel)와 hold

down spring(또는 expansion ring)을 홍해 연결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과

도한 횡방향 및 비옳방향 움직엄올 제한하기 위한 snubber가 있다. 훤자

로형에 따라서는 Y선에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온도상숭을 방지하기 위

한 TS가 있으며， bolt풍의 체결부품으로 CSB의 외경상에 부착되어 있다.

국외의 원자로 내부구조물 결합사례， 원자로 잡음선호 분석 경험 및

잡옵해석표준/지침의 검토를 통해 얻은 1차년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

자로 내부구조물중 CSB와 RPV의 결합부(hold down spring 둥)， 그리고

CSB와 TS의 결합부가 다른 부위보다 결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또한 간혹 핵연료집합체의 결합부에 결함이 ι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

한 결합이 발생되면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내부구조물의 진동특성

(진동 주파수 몇 진동 모우드)이다. 따라서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욕성

의 변화를 감시함으로써 결합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환재까지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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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는 CSB의 beam 모우드 진동 특성의 변화한 주로 CSB 노즐부분이나

RPV의 flange부， 또는 결함부품인 hold down ring에서의 결함이 있올시

나타나며， CSB shell 모우드 친동특성의 변화는 주로 CSB와 core baffle

plate 또는 CSB와 TS의 결합성이 약화되었올 때 나타난다. 이 밖에도 핵

연료집합체의 bending 모우드 진통특성에 변화가 있을 사에는 핵연료 집

합체의 상하지지부 건전성이나 또는 핵연료 집합체의 spacer 맑id 결합성

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훤자로 내부구조물(본 연구에서는 CSB에 국한)의 진동특성의 변화

를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구조물의 진동올 측정하는 것

이다. 그러나 아를 위해 원자로 내부구조물 상에 진동센서를 설치할 경우

원자로 내부룹 흐르논 고온고합의 냉각수로 인한 특수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센서가 필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사선의 노

출에 의한 센서의 가능저하가 우려된다. 그리고 원자로 내부구조물 사이

의 센서 설치 공간의 제약성이 따룬다. 또한 가장 큰 분제로서 셜치된

센서가 파손되거나 이탈되어 일차계동을 따라 똘아다니게 되는 경우 원자

로의 안정성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을 직접 촉정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한다. 내부

구조물의 진동분석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선호로는 노와 중생자 잡음신

호， 노내 중성차 잡음신호， 원자로 압력용기 상에 설치된 가속도계 신호，

원차로 입/출구 노즐 입력 신호 둥이 있다. 이러한 신호들올 모두 측정할

수 었다면 이상진단의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으나， 경우

에 따라서는 측정어 용이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많이 이

용되는 신호가 노외 중성자 신호이다‘ 그러나 노외 중성자신호는 내부구

조물의 진동에 의한 성분 쁜만 아니라 반웅도의 변동성분 및 여러가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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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학적 요인들의 성분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졸 신호로부터 내부구

조물의 진동모우드 변화를 정량적으로 감지해 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어

아니다. 그러나 열수력학적 요언에 의한 성분이 주로 0.5 - 2Hz 대역에

나타나며， 내부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성분은 2‘o - 25Hz 대역에서 나타난

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파수분석올 통한 정성적 접근방법으로 진통모우드

를 분리할 수 었다.

노외 중성자 신호는 90。 간격으로 원차로 압력용기 툴레에 상하로 설

차된 8개의 노외 중성자 합지기로부터 수집된다. 중성자 잡읍의 성분은

그 특성에 따라 ractivity 의 변동 성분， attenuation 의 변동 성분， 혹정

nOIse 나뉘어 진다(자세한 것은 1차년도 보고서률 참조). 노외중성자 장

음신호로부터 앞서 열거한 진동모우드， 측 CSB beam 모우드， CSB shell

모우드， 핵연료 집합체 ben(펴ng 모우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노외

중성자 잡음신호틀 간의 phase와 coherence7r 사용된다. 1차년도 보고서

에서 언급했듯이 각 모우드벌 phase 및 coherence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 CSB beam 모우드

CSB beam 모우드는 그립 l에서 보듯 그 진통방향에 따라

- 인접 중성자 탐지기 신호사이의 phase 가 진동방향에 따라 O·

또는 180。 이다. 그리고 coherence 가 높다.

- 반대쪽 중성자 탑지기 신호사이의 phase가 180’ 이다.

coherence는 높다.

- 상하의 중성자 탐지기 신호사이의 phase가 0。 이며

coherence7r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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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B shell 모우드

CSB shell 모우드는 그렴 l에 나타난 진동 모양에서와 같이

- 인접 중성자 탐지기 신호사아의 phase가 180。 이며

coherence 가 비교적 높마.

- 반대쪽 중성자 탐지기 신호사이의 phase가 O。 이며 coherence가

높다.

- 상하의 중성자 탐지기 산호사여의 phase가 O。 이며

coherence가 매우 높다.

l 핵연료 집합체 bending 모우드

핵연료 집합체 bending 모우드는 노섬내의 reactivity 의 변동을 야기

시키는 요얀으로

- 인접 중성자 탑지기 신호사이의 coherence가 매우 약하다.

- 반대쪽 중성자 탐지기 선호사이의 phase가 180° 부근이다.

이러한 phase의 차이에 근거하여 중성자 신호의 파워 스펙트촬 밀도에

나타나는 여러개의 g짧들이 어느 친동모우드애 기인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었다.

2. In-phase, Out-of-phase 성분의 분리

중성자 신호틀 간의 phase는 직각 방향으로 설치된 4개의 중성자

탐지기로부터 수집된 중성자 신호툴에 대한 각각의 자기 파워 스펙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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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총 4개) 및 인접/대각선 방향으로의 phase 스펙트랩들(총 6개)를 조

사함으로써 파악된다. 이러한 방법을 홍해 phase의 파악은 가능하지만

중생자 신호에서 각 phase별 성분의 기여도(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성분

의 분리가 필요함)를 알 수는 없다. 만약 중성자 션호를 in-phase 성분，

out-of-phase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CSB 진통 분석 뿐 만 아니라，

CSB 결함 진단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상호 in-phase,

out-of-phase 성훈올 갖는 두 개의 중성자 신호로부터 각각의 성분올 분

려하는 방볍에 대하여 알아보자.

Mayo[10J는 다음과 같이 in-phase 성분 x( t)와 out-of-phase 성분

y(t) 을 갖는 S1 (t), S2(t)에 대하여

Sl (t) =x(t)+y(t)

S2(t) =x(t) - yet)

x( t), yet)가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이라는 가정하에， 두 신호의 상호

파워 스팩트랄 벌도(cross-power spectral densit.y) Cl2( j)9} coherence Y

로부터 다음과 같이 in-phase 파워 스펙트랄 밀도 P x:Aft 와

out-oi-phase 의 파워스펙트랄 밀도 Pyy( /J를 구하였다.

(i) C12( j)의 실수부 > 0 인 경우

1- I y( fJ I
Pw(R = 2 | Y(끼 -I' Cl2(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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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Yc.f) I
PXX( j) = "'2' 1' 'Y1(j/ I' CI2( !J

(iI) CI2( j)의 실수부 < 0 인 경우

1+ I 'Y t l> I
P yy( j) = ~2 I' .,(('fi' I ‘ C12( j) I

1- I 'Yef) I
Pxxm= 2 | Y(η -I' I C12(꺼 |

본 연구에서는 in-phase, out-of-phase의 파워 스펙트할 밀도를 계

산함에 있어 다른 계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Mayo가 제시한 방법은

S1 (t)의 자기 파워 스팩닫랄 밀도 P SlSI( !J, S2( t)의 자기 파워 스팩트랄

멀도 P s?Sz( j), 그라고 상호 파워 스펙트랄 밀도 CI2(j) 가 필요하지만

(coherence는 이들로부터 대수적 계산에 의해 구하여 짐)，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방법은 coherence t.}- 상호 스펙트랄 멸도를 계산할 훨요 없이 단지

자기 스펙트랄 밀도 Sn( !J, S2Z( j)를 구하는 과정에서 FIT의 특성을 야

용하여 대수적 가강산에 의해 m-phase, out-of-phase 파워 스팩트랄 멸

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계산 횟수의 단축을 가져오며， 또한 차후 4개

의 신호를 이용하여 phase 특성에 따른 global 성분， shell 포우드 성분，

beam 모우드 성분을 분리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번저 ， SI(O , S2(t)로부터 복소수(complex) 신호， 2(0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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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호에 대하여 Fourier 변환을 행하면，

Z( f>.Re =X(ft.Re - X(β1m + Y(η.Re + Y( j)1m

Z(η1m =X( j) .Re of- X( !J1m - Y( !J Re + Y(꺼1m

가 된다. 여기서， X(η， Y(P, Z( j)는 x( t), y( t), z(t)의 Fourier 변환 결과

이고 Re, 1m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의미한다.

설수부만 갖는 선호에 대해 Fourier 변환을 행활 경우， Fourier 변환 결과

의 실수부는 even 함수， 즉 Re(η = Re(-꺼가 되고， 허수부는 odd 함수，

즉 Im( j) =-[m(-η가 되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다읍과 같이 in-phase,

out-of-phase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X(β.Re =1/4 { Z(찌.Re + Z( /J.Im + Z( - flRe + Z( - !J.Im }

X( j).Im = 1/4 { ‘ Z( /J .Re + Z( j).Im + Z( - /J .Re - Z( - f>1m }

Y( j) .Re = 1/4 { Z(fi .Re - Z( !J.Im + Z( - fiRe - Z( - j).lm}

Y( j)1m =1/4 { Z(β.Re + Z( j).Im + Z( - !JRe - Z( - j)1m }

이로부터， in-phase9f- out-of-phase 자기 파워 스펙트랄 밀도는

P X:X{j) = {X( !J.Re}2+{X(!J.Im}2

pyy( j) ={Y( !J.Re}2+{Y( !JJm}2

이J’
l·‘



가 된다. 그림 2에는 울진 1호기에서 채취한 중성자 신호에 대한 Mayo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므로 계산한 In-lout-of phase 성분의 파

워 스펙트랄 밀도가 나와 있다. 두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가 약간의 차이

를 보이는 이유는 Mayo의 알고리즘은 tn-phase성분 x(t)와

out-of-phase 성분 yet)가 서로 톡립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유도된 것이

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러한 가정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로 x(t)와 yet)가 완벅히 폭립작일 수는 없다.

Noise의 영 향을 보기 위 해， 각 선호애 white noise nl(t) , n2(t)가

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nOIse란 의미는 측정 nOIse 뽕 만 아니

라 in-phase, out-of-phase 특성올 보여지 않눈 성분도 포함된다.

Sl (t) =x(t)+y( t) +nl(t)

S2(t) =xU) - y (t) + n2(t)

위 식으로부터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phase 성분의

Fourier 변환 결과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X( j) .Re + 112 {Nl( j) .Re + N2(끼.Re } =
114 {Z(η.Re + Z( j).Im + Z( - j).Re + Z( - /J.Im}

X( j}.Im + 112 {Nl( j}.Im + Nz( j}.lm} =
114 {- z(꺼 Re + Z(ft 1m + Z( - j) .Re - Z( - j).Im }

Y( j).Re + 1/2 (Nl( /J.Re - N2( j) Re} =
1/4 {Z( /J .Re - Z(ft.Im + Z( - j).Re - Z( - j).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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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j).Im + 1/2 {Nl( j) .Re - Nz(j).Re } =
1/4 { Z( j).Re + Z( j).Im + Z( - fi.Re - Z( - j).Im }

따라서， in-phase와 out-af-phase 자가 파워 스팩트촬 밀도는

P x;x(fJ = X(ft.Re 2+X( j).Im2

+ 1I4{Nl( j)Re 2
+ Nl( j).lm2

+ N2( j).Re2
+ N2( j).Im 2 }

pyy(η = Y( j) .Re2+Y( j).Im 2

+ 1/4{ Nl(β.Re 2
+ Ni( j} 1m2

+ N2( !J .Re2
+ N2( !J.Im2 }

가 된다.

위 결과를 검토해 보면， in-phase4- out-af-phase 의 특성올 따르저 않는

성분(측 반웅도의 변동성분어나 열수력학적 현상에 의한 변동성분)이나

측정 nOIse는 제거되지 않고 in-/out-of-phase 의 스펙토럽에 영향율 미친

다. 그러므로 이의 제거냐 분리， 또는 영향의 감소를 위한 방법이 연구되

어야 한다.

3. 노외풍성자 신호의 phase어|의한 모델링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압력용기 둘레에 90。 간격으로 설치된 4개의

노와 중성자 신호틀 사이에는 CSB의 shell 모우드에 의한 성분과 CSB

beam 모우드에 의한 성분은 그렴 3에서와 같이 in-phase 또는

out-af-phase의 특정을 보인다. 그라고 reactivity 변동에 의한 성분은 모

-K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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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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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중성자 신호들 사이에서 m-phase의 특정올 보인다. 여러한 phase 특

성에 근거하여 4개의 중성자 신호를 다음과 같이 모탤링 할 수 있다.

XI (t) =ge t} + set) + bl(t) + b2(t)

Yl (t) ;:: get) ‘ S( t) +bl (t) -b2(t)

X2 (t) =ge t} + set) - bl( t) - b2(t)

Y2 (t) =g( t) - s(t) - b 1(t) + b2( t)

여기서 ， get), set) , bl(t), b2 (t)는 각각 glob머성분(모든 방향으로

in-phase똘 보이는 성 분)， shell모우드 성 분， beam! 모우도 성분， beam2

모우드 성분을 의미한다. 각 성분들을 분려하기 위해서 먼저 위의 신호

를 다음과 같이 복소수 신호로 만든다.

21 (t) =Xl (t) + jYl (t)

22(t) ;:: X2 (t) + jY2(t)

이들 신호에 대하여 Fourier 변환한 결과룰

F[ZI(t)] =ZI(꺼.Re + jZI(꺼 1m

F[Z2(t)] =Z2( j) Re + jε2( j) 1m

라 하고， Fourier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면 각 성분의 Fourier변환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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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계산된다.

G( /J .Re = 118 {Z1(η.Re + Zl (j).Im + Zl(-β.Re + Zl( - ft .Im
+ Z2( j) .Re + Z2(ft .Im + Z2( - /JRe + Z2(-끼.Im}

G( !J.Im = 118{ - Z 1(j) .Re + Z 1(fl .Im + Z 1( - j).Re - Z 1( - ft .Im
- Zz( !J ‘He + Z2( !J ‘ 1m + Z2( - j}.Re - Zz( - ft ‘1m}

S(fl ‘Re = 1!8{ Z1(꺼.Re - Zl( /J.Im + Zl( - ft.Re - Zl( - /J .lm
+ Z2{ J>.Re - Z2( j) 1m + Z2( - /J .Re - Z2(-꺼.Im}

S( /J.Im = 1/8{ Zl{!J .Re + Zl(!J.Im - Z1( - /J .Re - Zl( - f>.Im
+ Z2(ft.Re + Z2( /JJm - Z2( - j)Re - Z2( - /J Jm }

Bl( j) .Re = l!iH Zl( j) .Re + Zl(ftJm + Z1( - j) .Re + Zl( - j) .lm
- Z2( j) .Re - Z2(ft.Im - Z2( - j).Re - Z2( - !J.Im}

Bl( j).Im = 1I8{ - Zl( j) .Re + Zl( j) .lm + Z1( - /J .Re - Z1( ‘ j).Im
+ Z2(꺼.Re - Z2( j).Im - Z2(-꺼.Re + Z2( - !J.Im}

B2( !J Re = 118{ Zl( !J.Re - Zt( /J Jm + Zl(-끼.Re - Z1( - fl .Im
- Z2( !J.Re + Z2( j) 1m - Z2( - ft.Re + Z2( - j).Im }

Bz(ft.Im = 1/8{ Z1( j).Re + Z1 (끼.Im - Zl( - !J.Re - Zt( - j)Jm
- Z2( j) .He - Z2(꺼.Im + Z2( - j) .Re + Z2( - /J.Im}

따라서 각 성분의 파워 스펙트랄 밀도는

꺼t1
li



P gg( !J ={G(꺼.ReJ2 t {G(꺼.Im}2

Pss( !J = {S( j) .Re}2 + {S( j) Jm}2

P blbl( j) = {Bl( j) .Re}2+ {Bl( J).Im}2

Pbψz( !J ={Bz(기.Re} 2 + {B2( j).Im} 2

가 된다. 이와 같여 phase에 의한 성분 분리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이

상진단에 자거 파워 스팩트럽과 함께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

히 결함의 부위까지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경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CSB의 hold down sprir\g에 결합이 발생할 경우， shell 모우드

성분의 파워 스펙트럽 밀도보다는 beam모우드 성분의 파워 스펙트럽 밀

도가 더 민감하게 변화할 것이고， CSB와 core baffle plate 또는 CSB와

TS의 결합성이 약화되었을 경우는 shell 모우드 성분의 파워 스펙트럼 밀

포가 더 민감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자셰한 고찰은 “제 4 절

울진 1호기 내부구조물 진동특성의 경향”에서 하기로 한다.

4. Feature 추훌방법

Feature~ 추출이라함은 신호처리된 데이타로부터 이상 유무를 판단

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원자

로 내부구조물의 이상진단올 위해 많은 feature 추출 방법들이 제시되었

다. Feature 효율성온 결함 발생시 얼마나 면감하게 변화하는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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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신호 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결함이

발생하였올 때)에서의 신호툴도 많이 채취할 수 있다면 통계적 이론에 입

각하여 feature의 효윷성， 다시 말해 결함에 대한 민감도를 수학적으로 계

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비정상 상태에서의 신호 채

취가 용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윷성올 수학적 방법으로 유추할 수 없

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이상진단을 위한 feature틀은 물리적현상에 입

각한 직판성， 과거의 경혐， 정상 상태에서 채취신호의 통계척 분포，

preoperational test, modal tes디ng， mockup test, simulation 둥올 통해 수

집된 정보틀을 토대로 추출환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이상진단의 경우， 대

부분의 feature들이 진동모우드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것들로는 CSB beam 모우드， CSB shell 모우드， 핵연료 집합체

의 bending 모우드 풍의 고유진동수， 최대진폭의 크기， 각 진동푸우드 부

근에서의 협대역 RMS 값 그리고 기준 스팩트렴과 샘플 스팩트렴과의

차이성올 나타내는 수학적 변수들， 측 Euclean Distance, Correlation

meter, Benzecri meter, Camberra meter, Quadratic meter, Minkowski

meter, Mahalanobis meter 둥[12] 이 었다.

- Correlation

- Benzecri meter

힐 (X'J-조)(X야- 고)
DI(Xl,Xb) = l Iv~ (XIJ-ζ)2 ~ (Xb;-파)2

D2(Xl.Xb) =￥렇-[찮 -廳]
~J(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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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berra meter D3(XJp Xb) := 4: I XI} - Xb/ j

I XI} + Xb/ I

- Quadratic meter

- Minkowskl meter

D4(XI,Xb) =(XI - Xb) TQ(XJ - Xb)

Ds= [4: IXII- Xbl l
1A]l

- Mahalanobis meter D6(X"X})= (X,-Xb)TC-I(XI-Xb)

여기서

X ,=(X,I ,X''2, ...,Xm ) lm power spechurn

Xb= (Xbl ,Xb2,...,Xbn) baseline spectrum

c= / 1 , 、 ~(X， - M) (X,-M) T

M= 관 LXI
II ‘ l

‘ -
ε = Summation over frequency bands

n == number of frequency line

m = number of measurement

Q = n by n positive deft띠t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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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와 같은 여러 feature들 중 해당 발전소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이상진단에 척합한 몇 개의 feature를 선정한다‘ ’

현재 국외의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단 알고리즘플은 주로 feature

값이 한계 변동치를 초과할 때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올 채택

하고 있다. 그라고 feature들이 여러개인 경우 그것플의 연관성올 진단

알고리즘에 반영하기 위체 (knowledge base화 하기 위해) IF-THEN rule

을 이용한다. 이러한 이유는 비정상 상태， 즉 결함이 있는 상태에 대한

학습 데이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집단에 대한 흉계적 분포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추정한다 할지라도 진단의 효울성에 영향율 주는 요얀들

올 모두 고려한 통계적 접근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

제챔은 각 feature에 대한 한계 변홍치의 설정이다. 사실 한계 변동치는

feature의 각 집단(정상， 비정상 상태)에 대한 통계적 분포를 알고 있을

경우 likelihood ratio test법에 의혜 통계적 의미에서의 최적값(optim머

V러ue)올 구활 수 있다. 그러나 현질적으로 결함집단에 대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 significance test 방법올 사용할 수 었

다. 즉， 학습 단계에서 정상상태에서의 feature 값틀을 수집/통계처리하

여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야 확률분포콜 바탕으로 학숍 feature툴의

95-99%가 포함되는 경계값을 구하고 이 값의 일정 배수가 되도록 한계

변동폭을 정한다.S: 마른 칙관척인 방법은 정상상태에서 학숍한 테이타

들의 최소값/최대값의 일정 배수가 되도록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

정 배수는 경험 및 진단효율성 조사동올 홍해 정한다. 물론 두 방법 모

두 feature들의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feature들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운전시칸에 따라 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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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1. CSB의 beam 모우드 빛 shell 모우드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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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2 절 내부구조물 유한요소해석

프랑소의 Framatome 에서 설계， 체작한 900 MWe 급 3 I∞p 가압

경수로형 원차로인 울진 1호기는 198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착하였다. 울

진 1호기는 노외중성자탕지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단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1994년 7월말에 우리연구소가 한전의 용역사업으로 원자로내부구

조물 진통감시시스햄 (RIVMOS: Reactor Internals Vibration MOnitoring

System) 을 절치하여 운용올 시작하였다. 울진 1호71 가 다른 국내 원자

로 (한국형 완자로언 울진 3，4호기)와 다른 특정은 부분적인 열차폐체

(TS:thermal shield)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 참조).

본 철에서는 울진 1호기의 원자로내부구조물 (즉 CSB 와 TS)의 동

특성올 파악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올 수행하였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의 동특성은 정상상태 뽕만 아니라 비정상상태， 측 결합상태에서의 동특

성도 미리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결함상태의 진통신호를 채취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자로내부구조물올 수학적으로 모렐링한

후 이 모렐에 대해 인위적으로 결함쓸 가해 주므로써 정상상태로 부터의

동특성 변화룰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1. 수학척 모멀링

가. 기하학적 단순화

울진 1호기의 원자로내부구조물 전체(핵연료 포함)의 통특성해석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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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학적인 모벨로는 CSB와 TS만으로 간략화하여 설정하였다 (그립

5 참조). 따라서 CSB와 TS룹 제외한 모든 내부구조물 및 핵연료는 강

성을 무시하고 그 질량만 CSB와 TS에 더하는 형태로 간략화하였다. 질

량효과를 고려하는 과정은 다읍에 상셰히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CSB

내부에 있는 유체(물)의 효과도 부가질량의 효과로 고려하였으며 CSB와

원자로 vessel 사이애 있는 유체는 부가질량의 효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대로 모델링하였다. 이는 핵연료외 국소적인 진동을 제외하면 실제

CSB와 TS의 진동상황을 잘 묘사하는 모렐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많은

원자로내부구조물의 진동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원래의 CSB는 벽의 두께둥이 일정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일

정한 두께의 벽으로 간략화 하였고， 여러가지 joint와 작은 구명， 또눈 작

은 부품들은 무시하였다. 냉각수의 출입구를 위해 vessel의 구명과 일치

하는 구멍야 3개가 있는데， 이 주위의 구조도 실체 CSB와는 다르게 단순

한 구조로 깐략화 하였다 CSB에는 thennal shteld가 4개 부착되어 있는

데， 이 부착의 구조도 실제의 경우에는 joint로 연결되어 있요나， 이

modelmg에서는 CSB에 th하mal shield가 완전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단

순화 하였다. 즉， thermal s비eld의 두께와 CSB벽면의 두께를 합한 두께

를 가진 벽면으로 모사하였다. 또， 위에 언급한 3개의 냉각수 출입구도 유

한요소 모웰의 륙성상 완전한 원형이 아난 16각형 또는 18각형의 구멍으

로 모사하였다.

한편， CSB의 바닥재의 경우는 많은 구멍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구멍이 없는 완전한 바닥으로 가정한 후， 그 부분의 밀도를 낮추어 구명

으로 인한 질량감소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또한 flange부근에서의 구조도

실제 CSB에서는 round쳐려가 되어 있으나， modeling에서는 작각으로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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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록 단순화 하였다.

그러나， modeling에서 CSB의 높이， 직경， 두째， 그리고 전체의 무거l

풍은 실제의 경우를 거의 그대로 재현할 수 었도록 하였다. g:, 단lenna!

shield의 위치， 크기는 실제의 CSB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구명의 경우

도 그 위치와 크기둥이 실제와 일처하도록 하였다.

나‘ 재료물성치 계산

울진 1호기의 원자로내부구초물(CSB 와 TS) 은 모두 스태인레스강

(3따S) 으로 제조되어 있으며 운전온도(약 3(Xr C) 에서의 채료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밀도 ( p ) : 7900 kg/m3

탄성 계수 (E) : 171.6 GPa

Poisson 비 ( 11) : 0.3

이 재료의 물성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가하학적인 간략화로 인한 륙성의 변확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빌도의 변화로 모탤링에 반영한다. 즉 CSB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ore support baffle은 modeling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강성은 무시하고

푸게만올 csa의 벽면에 가산하여， csa의 벽면 밀도로써 재료의 물성치

인 7앉)()(kg/m3) 대신 더 큰 값을 사용하게 휩다. 또한 CSB의 바닥부’분은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구명 동이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를 모푸 무시하고 얼정한 두께를 가진 판채로 이루어진 바닥을 가청하였

으므로 그 밀도는 원래의 채질의 멀도가 아닌 계산된 밀도로 대치되어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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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Baffle의 질 량효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affle은 CSB내부에 셀치되어 있으므로

ba담Ie의 무게가 전 벽면(wall)애 더해친다고 가정하고 CSB 벽면의 밀도

변화를 계산한다. B짧Ie의 우게와 CSB 벽면의 부피는 다음과 같으므로，

~(baffle) =11170 뼈

V(waU) =4.519 m3

이로 인한 CSB 벽면의 밀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1 p (wall) =M(baffle)N(walI) =2471.8 kg/m3

(2) 핵연료다발 및 기타 구조물 질량효과

CSB의 내부에 있는 Baffle을 체외한 기타 구조물(upper intern머 및

lower core plate)과 햄연료다발은 CSB 바탁에 올려져 있논 형태이므로

이들의 질량효과는 CSB 바닥에 더해진다. 그런데 바닥재에 걸려는 이

툴 칠량은 그 1/2만을 더하여 주는 것이 FEM해석에서 좋은 결과를 춘다

고 알려져 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CSB 바닥의 밀도변화를 계산한다(13)

Upper internal 찢 lower core plate, 핵연료다발의 질량은 다쯤과 같으며，

CSB 바닥의 부피률 고려하여 CSB 바닥의 밀도 변화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M(fuel assemblies) =6607H*157kg =103620 때

- 28-



M(upp딴 internal) =44400 kg

MOower core plate) =3223 kg

M<intemals) =M(f/a)+M(upper interar괴)+M(LCP) =151243 kg

t1 p (bottom) =M(intema1s)N(bottom)*O!2) =19390.13 kg/m3

(3) 유체의 부가질량효과

CSB와 원자로 vessel 사이에 있는 유’체(물)와 CSB 내부에 있는 유

체(물)의 효과는 진통특성에서 부가질량의 효과로 나타낼 수 있옴은 잘

알려져 있는 사질이다. 먼저 CSB 내부에 있는 유체(울)의 효과는 부가

질량의 효과로 고려하여 CSB 벽면의 밀도변화로 표현하였다. 측 CSB내

부의 부펴에서 각종 intern외의 부피를 제외하면 물의 부피를 구할 수 있

으므로 이로부터 물의 무계를 계산하여 벽면에 미처는 물의 질량 효과를

다읍과 같이 CSB 벽면의 밀도변화로 계산할 수 있다.

V(f/a) =10.64 m3

V(upper internal & LCP) =6.02 m3

V(inner CSB) =70.6 m3

V(water) =V(inner CSB)-V(f/a)-V(upper int하n머 & LCP)

=53.93 m3

M(water) =V(water)/ p (water) =53930 kg

L1 p ’ (wall) =M(water)N(wall) =11934 kg/m3

그러나 CSB와 원자로 vessel 사야에 있는 유체는 부가질량의 효과

로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모탤랭하였으므로 CSB 벽면의 밀도에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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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았다.

(4) CSB 벽면의 밀도 계산

CSB 벽면의 말도는 재료물성차 p (wall)과 앞에서 구한 밀도 변화

L1 p (waIn , L1 p ’ (wall) 올 합산하면， 다음과 같아 새로운 벽면의 밀도

p ’ (wall)를 구할 수 있다.

P ’ (wall) = p (wall)+ L.1 p (waII)+ L1 p ’ (wall) =22305.8 kg/m3

(5) CSB 바닥재의 멀도 계산

원자로의 1차 냉각재의 유로를 위한 구멍이 많이 있는 원래의 CSB

의 바닥재를 구멍이 전혀 없는 판채로 대체하였으므로 전체의 무게로부터

역산하여 바닥재의 밀도를 먼저 계산한다. 즉， 이미 알고 있는 CSB의 무

게와 재질의 밀도를 이용하여 전체 CSB의 부피를 계산한 후， 여기에서

CSB의 벽변의 부피를 체외하면 실제 CSB의 바닥재의 부피 (2.497m3) 가

된다. 이 부펴는 modeling된 CSB바닥재의 부피 (2.904m3)와는 다르므로

그 차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바닥재의 밀도를 추산한다.

M(total CSB) =58650 kg

p (CSB) =7앉)Q 않1m3

V(total CSB) =M(total CSB)I p (CSB) =7.424 m3

V(original bottom) =V(tota1 CSB)-V(w허I) =2.497 m3

M(bottom) =V(original bottom)* p (CSB) =19726 kg

V(bottom) =3.904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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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ottom) =M(bottom)N(bottom) =5052.84 kg/m3

위에서 계산된 p (bottom)에， 앞에서 구한 CSB바닥재의 밀도변화 L1 p

(bottom) 올 더하 면 새로운 바닥재의 밀도 p ’ (bottom)롤 계산할 수 있

다.

p ’(bottom) = IJ (bottom)+ L11J (bottom) =24448 kQ/m3

(6) Th하mal shield 부분의 CSB 벽면의 밀도 계산

Thermal shield가 있는 CSB 벽면의 부분은 두께가 다룬 벽면에 비하

여 2배 두꺼우므로 L1 p ’ (w려l)올 적용하였을 경우， thermal shield부분에

는 2배의 질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thermal s비eld의 부피는 L1 p

’ (wall)올 계산하기 위한 벽면의 부피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의

벽면에서는 L1 p ’ (wall)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1/2이

되는 새로운 가산 멀도 L1 P II (wall)률 적용한다.

L1 p "(w려1; TIS) =(LI p (wall)+ L1 p ’ (waU)!2 =7202.9 kg/m3

채료물성치 p (wall)과 합산하여 새로운 thenna1 s피eld가 있논 부분의

CSB 벽면의 밀도 p "(wall; TIS)를 구할 수 있다.

IJ 1/ (wall; TIS) = IJ (walD+ L1 IJ "(wall) =15102 kQ/m3

위의 p ’ (bottom) , p ’(wall), p "(wall; TIS)의 값을 각각 바닥채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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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리고 thermal shield가 있는 벽면의 멀도로 대치한다.

2. 유한요소모댈

앞에서 설정된 수학적인 모델을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랩인 ANSYS

5.0[4] 로 통특성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유한요소모웰로 모렐령하였

다. 그렴 6에 보이는 고체요소는 CSB 와 TS 를 모텔링한 것이며

reactα. vessel 과 CSB 사여의 유체는 유체요소로 모웰링하였다

가. CSB 와 TS 모텔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을 유체와의 coupling을 고려하여， 원주

방향으로 44개의 절점， 축방향으로 44개의 절점이 생성되도록 modeling을

하였다. 이 절점들이 생성된 위치는 균일분포에 의한 것이 아니며，

modeling에서의 필요에 의해 설정되었다. 즉， 원형의 구멍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젤점이 필요하므로 그 주위에는 많은 절점들이 설정되었

고， thermal shield퉁이 있는 부분은 그 위치를 정확히 modeling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많은 철점들이 설정되었으나， 특이점이 없는 부분에서는

적은 수의 절정이 설정되었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눈 4개의 node로 구성

되는 평면에 지정된 두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3차원의 요소로 만드는

shell type의 고체요소(SHELL잃)이다. 그러므로， 1겹의 solid model올 위

해서는 1겹의 node만이 펼요하다.

전체적으로 solid CSB릅 modeling하기 위해 1936개의 node로 구성

된 1892개의 요소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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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체모델

유체의 두께는 23.8 cm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2겹의 element로 모

사하였다£14] 첫번째 layer와 두번째 layer는 통일한 두께로 절정되었으

며， 6면체의 유체 element (FLUID80)를 사용하였으으로， 2겹의 element를

생성하기 위해 3겹의 절점의 layer7} 생성되어야 한다. 유체의 모웰링올

위해서는 원주방향으로 44개의 절정， 축방향으로 35개의 절점야 사용되었

으며， CSB 와 TS 모탤과 반경방향으로 연속되는 (8 ，z방향의 성분은 고

정) 정을 절점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유체요소의 절점의 생성에서 유의하여야 활 점은 solid model

과의 coupling풍의 관계 썰정이 용이한 위치에 유체첼점올 설정하여야 하

고 shell element를 이용하는 CSB의 두께를 고려하여 fluid node롤 설정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shell type의 고체요소는 절점의 위쳐가 shell

의 중립축에 설정되므로 shell 두께의 철반만큼 유체요소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체요소와 유쩨요소내의 대

용되는 절접사이의 좌표에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유체의 움직임은 반경방향에서 CSB벽면의 용직임과 일치하여야 하

므로， 이률 모사하기 위해 벽면의 철점과 유체의 절점를 반경방향으로

coupling하였다. 이외의 다른 방향용 slip이 일어날 수 있도록 coupling을

하지 않는다. 즉， 원주방향과 촉방향으로는 유체와 solid사이에 미끄러짐

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oupling되지 않은 유체 껄점은 결과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CSB의 구명부

분과 일치하는 부분에 유체 layer애도 4각형의 구멍올 내어 유체요소와

철점툴올 재거하였다.

l 전체적으로 유체모텔령올 위해서는 1540개의 철점이 3겹으로 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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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총 4620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29927H 의 요소가 사용되었다.

다. 경계조건의 설정

우선 유체의 바칼쪽 layer의 모든 방향 자유도를 구속한다.

m여eling에 포함되지는 않았쩌만， 유체의 바깥쪽에는 Reactor vessel이

었기 때문야다. 이 vessel은 CSB에 벼하여 대단히 크고 무거우므로 움직

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15]

CSB의 flange부분의 고정은 그링 7과 같다. 가장 바깥쪽의 원을 따

라 설정된 절점들은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고， hold down spring에 접속하

게 되는 면(원형의 띠 모양)에 위치한 절점들의 경우에는 원주축방향(z방

향)의 자유도만을 구속한다.

라. Master DOF 선정

ANSYS(version 5.0)에논 master degree of fr，많dom(MDOF)올 자동

으로 셜정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유체가 포함된 modeling에서는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관섬이 있는 영역의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도

록 직접 MDOF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MDOF는 모텔의

계산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원언이 되므로， 적당한 양의

MOOF률 효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eam mode의 특성이 나타나도룩 원주의 축을 따라 내려오면서(z방

향) 3둥분이 되도록 3줄로 MDOF를 설정한다. 1줄에 존재하는 44채의 절

정중， 움직임이 거의 없는 flange부분과 bottom부분을 제외한， 35개의 절

점만이 MDOF설정의 대상이 되는데， 이 모텔애서는 3 철점당 1개의

MDOF틀 설정하여， 1줄에 11개의 MDOF를 설정하였다. 즉， be하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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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찰을 위해 33개의 node어~ MDOF를 설정하였다.

또한 왼주의 주변을 따라서 폴며 «(J 방향) 3줄로 MDOF를 셜정한다.

이때 8 방향으로 설정하는 MDOF는 shell mode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구명의 아래부분에 1줄， 중간 와치에 2출을 설정한다. 원주방향 1줄에 44

개의 절점이 존재하는데， 3 절점당 1개의 MDOF를 절정하여 1줄에 147»

씩 젤정하였으므로 I shell m때e의 판찰올 위해서 42개의 절점에 MDOF를

설정하였다.

모웰이 대칭형아라면I Z방향의 움직임은 판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X

와 y방향중 1개의 자유도에 대해서만 MDOF릅 설정하면 3차원 모텔의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텔은 thermal s비eld와 hole둥으로 인해 대

청의 구조를 상설하였으므로， X와 y방향의 자유도 모두에 MDOF를 셜정

하여야 한다. 측I 1개의 지정된 철점에서 2개의 I\IDOF가 설정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beam mode률 위한 33개와 shell mode률 위한 427»의 절점

에 2개씩의 MDOF가 설청되어， 총 150개의 I\IDOF가 셜정되었다.

3. 결과 및 분석

울진 1호기의 원자로내부구조물(CSB 와 TS)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에서 l번과 2번은 감은 진동모드로써 서로 직각인 수평방향 fun없mental

beam mode 이다. 그림 8은 이 진동모드를 보인 것이다. 또 3변과 4번

도 같은 진동모드로 fundamental shell mode 이다(그립 9 창조). 이와

같이 같은 친통모드가 방향에 따라 그 진동수가 다른 것은 원자로내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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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CSB 와 TS)의 유한요소모텔이 완전한 축대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5번과 6번도 같은 전동모드아며， 그림 10과 같이 be없n mode 1차 이면서

shell mode 3차 (m=l, n=3)이 다. 7번 모우드는 그립 11과 칼이 be하n

merle1차 이면서 shell mode 4차 (m=l , n=4) 이며， 8번 모우드는 그렵

12와 같이 beam mode 2차 이 면서 shell mode 3차 이 다.

그림 13은 barrel의 임의의 점에서 Harmonic 가진을 하였을때 가진

점에서의 주파수 용답 곡선어다. Harmonic respOnse 해석은 ANSYS 코

드률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엽의의 절점 (2115번 절점)에 주파수가 0-60

Hz인 가진력으로 가진하였다. 이때 주파수 용답 곡선을 구활때 댐핑

(d없nping)은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주파수 웅답곡선올 살펴보면

b따Tel 의 고유진동수 부근에서는 공진이 생겨서 진폭여 중가 하였음올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는 가전점에서 떨어진 barrel의 bottom어l 있는

임의의 절점(303번 절점)에서의 주파수 용답 콕션을 나타낸다. 이것은 가

진접에서의 주파수 웅답 곡선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fundamental 뾰따n mode애 해당하는 전통수에서 공진 진폭이 다른 어느

진동 모우드에 해당하눈 진동수에서의 공진진폭보다 크다. 이것으로 보

아 barrel의 bottom부위에서는 fundamenal beam mode는 잘 야기 되지만

다른 진동모드， 즉 beam mode에 비해 shell mode는 잘 야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barrel~ bottom윤 solid 로 된 plate가 있기 때문어l

shell 진동모우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생각활 수 있다. 그

러므로 해석결과와 실제의 상황과 장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 결과는 본 연구의 제 l차년도에서 중성자 잡음산호로 확인한 울

진 1호기 CSB beam mode 8.2 Hz, CSB shell m여e 20.6 Hz 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본 년도에서 수행한 울진 1호기의 원자로내부구조물

‘

-36-



(CSB 와 TS)의 수학적인 모델과 유한요소모델의 타당성을 업중하는 것

이라 하겠다.

따라서 비정상상태， 즉 결합상태의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동특성 변화

(본 연구에서는 고유진동수의 변확)는， 결함상태에서의 진동신호률 채취하

지 않고서도， 본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모텔에 인위적으로 결함을 가해 주

므로써 충분히 모사할 수 었다고 판단된다.

4. Hold-down spring의 열화예 따른 톨톡섬 변화

본 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압경수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고장사례를 살펴보면 CSB 및 TS 의 고장이 가장 많이 발

생하였으며 (전체의 38%), 그 원인으로는 진동에 의한 경우 (전체의 27

%)가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의 국외애서의 잡음처리 연구결과 및 경험

을 호대로 상71 의 CSB 및 TS 의 고장에 따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통

특성의 변화는 다읍과 같다.

- CSB 노즐부분이나 reactor pressure vessel의 flange부 또눈 결합

부품인 holddown spring 에서의 결합이 있으면 CSB의 뼈빠1

mode 진동수가 변한다.

- CSB와 core support baffle· 또는 csa와 TS사이의 결합성에 결함

。l 었으면 CSB의 shell mode 진통수가 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hold-down spring 에 결함이 있을 때 CSB의

beam mode 진동수의 변화를 계산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함진단 소

”l”J



프트웨 어의 진단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 수학적 모웰상의 결합

원자로의 hold-down spring 상의 결함은 주로 장기간의 운전에 따

륜 체결력의 저하풍으로 나타나며， 이룰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수학적 모

텔에서의 표현은 CSB 의 상부 경계조건의 완화로 나타낼 수 있다. 즉

CS8 의 상부의 경계조건은 정상상태시 완전한 고정상태 (즉， 모든 자유

도의 구속)로 주어지나 이를 완화하는 것온 이들 중 일부분의 자유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거나 또는 알부분의 절점의 자유도를 푸는 것으로 결

함을 simulation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볍을 채택하였다.

냐. 동특성의 변화

CSB 의 상부의 원주방향으로 44개의 절점 중， 일부분의 절점의 자

유도를 풀어서 경계조건을 완화시켜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표 2는 총절점 중 2개 (5%), 4개 (10%), 6개 05%), 8개 (20%)의 절점 의

자유도를 풀었을 때 계산된 고유진·동수의 변확를 보인 것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드 1과 2는 같은 모드로 제 1차 beam mode 이며， 모드 3과

4는 역시 같은 모드로 제 1차 shell mode 이다. 표 3은 경계조건악 변화

에 따른 제 1차 beam mode 와 제 1차 shell mode의 변화만 따로 정려한

것아다.

표 3으로 부터 원자로의 hold-down spring 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논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전동특성의 변화는 이미 예측된 바와 같이 CSB의

beam mode 진동수의 변화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CSB의

beam mode 진동수의 변화는 원자로의 hold-down spring 상의 결함 진

단에 활용활 수 있다. 즉 CSB의 shell mode 진동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beam mode 진동수가 18.5% 변하면， 현재 원차로의 hold-down spring

상의 결함이 20% 진행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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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울진 l호71 CSB 및 TS 모델의 고유진동수

계산된 측정된

번호 Beam Mode Shell Mode 고유진동수 고유잔동수

(Hz) (Hz)

1 l l 8.388
8.2

2 1 8.393.
3 2 18008

20.6
4 2 18.666
5 1 3 19.π7

6 1 3 21 .421
7 1 4 33.117
8 2 3 35.잃4 -

표 2. 경계조건 완화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단위 : Hz)

Mode 정상상태 5%완화시 10%완화시 15%완화시 20%완화시

1 8.388 8.303 8.003 7.473 6.840

2 8.393 8.388 8.379 8.352 8.잃8

3 18.α)8 17.잊% 17.002 1τ376 17.여5

4 18.앉J6 18.607 18.않3 18.505 18.340

5 19.η7 19.77 19.717 19.529 19‘쟁3

6 21.421 21.349 21.198 21.168 21 .101

7 33.117 33.059 32.903 32.871 32.768

8 35.잃4 35.866 35.811 35599 34.913

9 36.187 36.157 36.0:잃 35.894 35.841

10 36.397 36.361 36.313 36.239 3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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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차 beam mode' 와 1차 shell mode의 변화

결함률(%) Mode 진동수 (Hz) 진동수의 변화율(%)

8.303 1.0
2 8.388 0.1

5
3 17.앉% 0.1

4 18.607 0.3
8.003 4.6

10
2 8.379 0.2
3 17.802 1.1

4 18.않3 0.7
1 7.473 10.9
2 8.352 0.5

15
3 17.376 3.5
4 18.당E 0.9

6.없O 18.5
2 8.잃8 1.3

20
17.여5 5.33

4 18.340 1.7

정상상태 진통수 - 경계조건 완화시의 진통수
전동수의 변화윷 =

정상상태 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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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울진 1호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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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

So 1id element

1. 7239

1. 7493

Fluid element

Reactor
Vessel

1. 9873
(단위 : m)

:J..렴 6. 퓨한요소해석을 위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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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X A빼SVS S.8 A
AUG 25 ~994

18:87:36
PLOT NO. ~

DISPLACEI'IE빼T
STEP=J.
SUB =2
FREQ=8.393
RSYS=9
D에X =.882~48

DSCA=2~9.~43

YU =-~
2;U :.9
DIST=4.745
XF = .36.1E-83
YF :- .882261
ZF’ =-4 .844

D JSPLACEI1ENI
STEP=1
SUB =2
FREQ=8 .393
RSYS=8
1)I1X =.882125

WJND=2
J)SCA=153.73B
YU =-).

zu =.9
DIST=3.415
XF =- .185£-84
U ::- .333E-83

~、;

\

잇
、ξ느

경

:훌

i

그렴 8. Fundamental beam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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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L.JC ANSYS 5.8 A
AUG 25 19'34
1.8:28:27
PLOT NO. i
DlSPLACDlE삐I

STEP= J.
SUB =4
FREQ:::IB.666
RSIS:tl
DI1X =.883852

DSCA=154.287
IV :::-J.
zu =.9
DIST=4.73
XF =.885489
YF :-.88226J.
ZI’ :::-4 .826

:D lSP)..ACεJ'II뼈I

STEP:::l
SUB =4
FREQ=18 . 666

3 RSYS ::e
DIIX =.883846

‘11"D=Z
DSCA=187.269
YU =-J.
zu =.~

J) IST::3 .38S

Lx
XF =.J.36875
YF ;;.882882

그림 9. Fundamental shel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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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2 x ANSYS 5.81 A
AUG 25 1994
18:25:30
PLOT NO. i
DISPLACEI'IENT
STEP=1
SUB =6
FREfiI :::21.421
RS'iS =8
DI'IX =.884882

DSCA=98.813
YU =-~

ZU :::.9
DIST=4.714
YF =- .88226J.
ZF :::-4.8816

DISPLACDtENT
sn:p=J.
SUB =6
FR£Q=21.421
RS 'lS=8

3 Dtt)( =.882695

WIμD=2

DSCA=J.21 . 242
‘tU =-1
ZU =.9
DIST=3.366
XF =-.351£-84
YF =.884635
ZF =-예 .881

\

니농

그림 10. Barrel 의 전통 모우드(m=1 ，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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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2 흩-‘，.. I

ANSYS ~:i. 8 A
AUG 25 1.994
1.8:34:38
PLOT NO. 1
»ISPLAεεKE뼈τ

sτEP:::l

sua =7
FREQ=:33.~17

RSVS:::8
DMX =:.085298

J)S.C,A =:88 .933
!IV =:-~

ZU =:.9
:D IST=:4.7~1

Xl' :::.041.44

’fF =:- .882261
ZF =:-4.883

:DISPLACDU;，빼 I
STEP=-1.
SUB =:7
FREGI=33. J.17

3 RSYS=0
DMX =. B8529S

WIND=.2
DSCA=82.98
YU =-.1
»151'=4.483

Lx 애
XI’ =.165181
VI‘ =:- .86959
ZF ::-4.083

그렴 11. Darrel 의 진풍 모우드 (m==l ，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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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2 ~~‘ ’
A예S~ 5.8 A
AUG z5 1994
1&:43:37
PLOT MO. i
DISPLACDtENT
S tEP :::1
SUB ::a
FRE1iI=35 .884
RSYS=8

DI1’‘ =.88349
DSCA:::134.838
YV =一 i

zu :::.9
DIST:::4.794
YF :::.88986
~F :::-4. 1)21

DISPL홉CEHENT
STEP:::1
SUB :::8
FJt£Q=3S .BS4
RSYS:::6

3 Dt1X :::. •882979

에1MB:=:2

DSCA=14?577
'iU ='-1

」‘、、
DIST=4.422
XI' :::-.613262
'iF :..218흩83
ZF‘ =-4.82

그림 12. Barrel와 전똥 오우드(m=2 ，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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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답곡션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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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원자포 내부구조물 ‘

이상진단 소프트웨어와 개발

1. 이상진탄 방법의 개요.

측정된 신호로부터 기계구조물 (원자로 내부 구조물도 이에 포함됩〉의

야상진단올 하기 위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 선호 수집 과정 ( data aCquisItion )

- 신호 처 리 과정 ( signal processing )

- feature 추출 과정 ( feature extraction )

- 판단 과정 ( decision)

선호 수집 과정은 이상진단 대상 기계구조불로 부터 발생되는 물리적

현상틀을 담고 있는 신호， 즉 진동， 온도， 압력， 중성자속 풍의 신호들을

적절한 측정센서로 측정하여 이룹 AID 변환기를 흥해 수치적 데이타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측정되는 신호틀이 많올수록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 많

아지기 때문에 이상진단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선호 처리 과정이란 수집된 신호 데이타로부터 볼필요한 정보틀의 제

거 및 물례적 현상을 좀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의 변환 둥을

수행하논 과정으로， 예를 들어 filte더ng ， 주파수 분석 둥이 여기에 속한다.

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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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추출 과정 ( 혹은 청보 압축 과정 ) 은 신호 처리된 결과들로

부터 대상 구조물의 이상을 진단함에 필요한 정보만(즉， 다음판단과정에

서 이상유무를 판단활 때 판단기춘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추출하는 과

정으로 feature들은 단순한 수치 값플로 나타나기 때문에 맙축 (

reductlon ) 과정이라고도 부른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경우 beam 모우

드의 고유진동수 퉁이 feature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판단 과정은 추출된 feature툴올 이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결함 유무

및 더 나아가 결합 부위도 판단하는 과정으로 그 방법론상 pararneσIe 판

단이론， non-parametric 판단이론 또는 cluster 판단이론， 그리고

knowledge base 판단 방법 둥이 있다. 각 판단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1

차년도 보고서를 참조바라며 여기서는 knowledge base 판단방법 중 많야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IF- THEN rule에 의한 판단방볍에 대해 언급하

기로 한다. IF- THEN rule에 의한 판단방법은 여러가지 정보 및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IF < 조건 > THEN < 사설 >

의 형식을 벌어 표현 함으로써 물리적 법칙의 기술이 용이하고 새로운 정

보의 추가 및 수정 이 가능하다. 또한 AND, OR, NOT 둥의 논리 적 관계

성을 이용해 feature들 간의 판계성도 표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hold

down spring의 결함올 진단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IF- THEN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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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전기적 참옴에 의한 영향이 없읍.

AND lF 압력잡음으로부터 확인 결과 운전상태에 큰 변화가

없음.

AND IF CSB beam 모우E의 진폭 증가 및 고유진동수 감소가

가속도 신호의 APSD, CPSD, Coherence에서 확인 됨.

( 즉， 한;셰 변동치 초과 )

ANDIF 위와같은 중상이 노외 중성자잡음의 APSD, CPSD,

phase, coherence에서 확인 됨 .

ANDIF 위와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상대 변위선호의 스펙트럼

변화가 없읍.

THEN hold down spring에 결함 가능성 높음.

이와 같이 IF-THEN rule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사실과 이들 사이의 관계

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성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preoperational test, mockup 실험，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modal testing,

내부구조물의 modeling에 의한 simulation 둥올 통하여 얻어진다

2. 이상전단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

현재 국내에서는 진단을 위한 프로그햄의 개발이 국외에 비해 저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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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특허 원자로의 내부구조물의 이상진단을 위해 개발된 것은

최곤에 우리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울진 1호기에 설치한 단 하나 밖에 없

다. 올진 l호기에 설치되어 현채 시험중에 있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단

시스댐(RIVMOS[16l)은 work station급의 컴퓨터에 탑재되어 운용된다. 어

야앙진단 시스햄은 ASIv1E O&M part 5[17]에 근거하여 beam 모우드 대역

(8Hz 부근)에서의 협대역 RMS값과 광대역 (O-30Hz 부근)의 RMS값을 허

용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이 시스댐은 국내에서 최초

로 개발된 시스탱으로 매우 높게 평가할 만 하다. 그려나 아쉬운 점은

신호처리나 진단알고려즙 둥이 고청되어 대상 원자력 발전소가 바뀌거나，

새로운 알고려즘이 개발될 경우， 이 프로그램올 개발한 프로그래머의 손

을 거쳐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려고 진단방법이 IF-THEN

rule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측 새로운

경협아나， 진단 법칙 퉁)의 추가나 기존 알고리즘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

다는 점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되고， 현장에 설치되었

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륜 깎도에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이상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올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기본적 개발 방향온 다음과 같다.

- PC급 컴퓨터에서 운용되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

- 대상 원자력 발전소가 바뀌어도 손랩게 진단전문가 (혹운 신호 처리

전문가， 프로그랭에 능숙하지 않아도 됨)가 그 진단 알고리즘올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새로운 사살어나 볍칙의 추가.나， 기존 알고리즘의 변경， 삭제가

가능하도록 IF- THEN rule에 근거한 전단올 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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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처리나， Feature압축 과정의 알고리즘도 수정， 첨가 둥이

가능하도룩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야러한 개발 방향에 따라 웬자로 내부구조물의 이상진단흘

위한 프로그랩을 개발하여 그 이륨을 <장인정신>이란 의미애서

<Pro-Mind>et 명명하었다. <Pro-Mind> 는 앞서 설명한 이상진단 과정

즉， 신호의 수집， 신호의 처리 및 feature의 추출이 가능하고， IF-THEN

rule에 의한 진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의 총 line 수는 대략 15，아xl line

정도이다.

3. 프로그램 <Pro-Mind> 의 기능

본 연구에서 개발한 program <Pro-Mind>률 기홍시키면 그링 15에

서 보는 바와 같은 초기화면이 출력된다. <Pro-Mind>의 자세한 사용 설

명은 “Pro-Mind 사용 설명서”를 참조바라며， 여기서는 간략히

<Pro-Mind> 의 기능 및 사용 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Pro-Mind>의 기능은 크게

• 시간 데이타 수집 71 능

- 선호처리 알고리즘 정의 기능

- Feature 추출 알고펴즘 정의 기능

- 진단 rule 정의 기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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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진단 기능

- 신호처리 결과 plot 기능

‘ Feature 추출 및 이상진단 결과 조사 기능

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라고 사용자의 편리성올 위하여 때뉴방식으로 되

어 있으며， mouse의 사용어 가능하다. 그리고 선호처리， feature추출 및

잔단 rule의 알고리즙 작성 및 수정을 위해 간이 언어 (semi-language)

방식을 채택하여 여러종류의 기계구조물 진단시스댐에의 적용이 가능하

며， 차후의 알고리즘 변경이 가능하다. <Pro-Mind>의 개략적 흐름도가

그림 16에 나와었다.

톨 시간 데야타 수집 가능

이 기능은 신호수집장비나 선호가 보관된 tape recorder로부터 시간

데이타를 수집하여 하드 디스크에 file로 보관하는 기능으로 이상친단의

첫번째 과정인 신호수집 과정올 위한 기능이다. 현재로선 당 연구에서

사용한 tape recorder(Teac사의 RD-20σf)로부터 시간 데이타를 수집하도

록 되어 있으나，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른 신호수집장비로부터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다. 시간 데이타 수집 기능에는 RD-2αIT

tape recorder로부터 시간 데이타를 수집할 때에 필요한 정보들 및 각 채

널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채널의 이릅 및 수집된 신호의 단위 둥)들올

입력시킬 수 었다.

• Signal processing 알고리즘 청 의 기 능

이 기능은 수집된 시간 데이타 file로부터 전단에 펼요한 신호처리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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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즙을 정의하는 기능으로 full screen 얹itor활 통해 그 내용을 현집

할 수 있다. 선호처리 알고라즘올 정의함에 사용되는 명령어나 함수를은

다음과 같다.

- DeNec : 신호처리 결과를 담아룰 수 있는 vector 변수들을 선언

하는 명령어로. 변수의 이름은 자유로이 부칠 수 었다.

- APSD, CPSD, COB : 자기 파워 스팩트촬 벌도합수， 상호 파워

스펙트랄 밀도.함수， coherence 를 계산하는 합수로 추파수

분석 에 필수적 인 함수들이 다.

- PhsPSD4 : In phasse, out of phase의 관계성을 이용하여 중성자

잡음 선호들의 신호처리를 위한 합수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산 알고리즘올 통해 global, shell, beam 1, beam 2 성분의

파워 스펙트랄 밀도함수를 계산한다.

- VLog, VScale : vector의 각 요소들에 대해 자연 대 수， scalar곱올

행하는 합수이다.

- Load, Save : 외부의 지정 file로부터 지정된 vector로 쩨이타를

불러 들야거나， 지정된 vector의 내용을 외부 file로 저장하는

함수이다.

이 밖에 vector의 가감산 및 vector 변수에로의 할당(assignment)이 가능

하며， { } 거호률 이용한 comment도 가농하다.

이와 같은 명령어들올 사용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 둥과 같은 해당 기계

구조물의 이상진단에 필요한 선호처려 알고리즘올 정의활 수 었다. 예를

툴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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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Yec APSDl , APSD2, CPSD12-Mag, CPSDl2-Phs, Coh12;

{ define vector }

DefVec RefAPSDl, DiffAPSDl;

APSD( Cl, APSDl); { auto PSD of channel Cl }

APSD( C2, APSD2 ); { auto PSD of channel C2 }

CPSD(Cl,C2,CPSD12-Re,CPSD12_Im); {cross PSD of C1 , C2 }

COH(APSDl ,APSD2,CPSD12_Mag,Coh12); { coherence of Cl , C2 }

Save(APSDl,’APSD1.APS' ,'Frequency ’, 'Power spectr머 density ’);

{ save APSDI vector}

VLog( APSDl); {logarithm of APSDl }

VSca1e( 20.0, APSDl); {dB of APSDl }

Load(RefAPSDl , 'RefAPSD1.APS ’); {load refference APSD }

DiffAPSDl = APSDl - RefAPSDl; {Difference of APSDs }

여 기서 , CI, C2는 signal processign channel의 정 의 기농에서 사용자가

이며 정의한 채널이다. 알고리츰 착성시， 만약에 함수 매개변수

(par때였:r)의 갯수의 불일치나 또는 type의 불일치 둥의 문볍적 오류가

존재하면 차후의 문볍검사(syntax check) 기능에서 자동 검출되며 오류의

위치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위 신호처리 알고려즘의 내용은 채널 CI, C2의 자기-/상호-파워 스펙트

렴멸도 함수와 coherence를 구한 후， Cl의 자기 파워스팩트랄 밀도합수를

‘APSD1.APS’ file로 저장하고， 기춘 자기 파워스펙토촬 밀도함수인

‘RefAPSD1.APS ’ 란 이름의 file로부터 데이타를 불러들여 두 스펙트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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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의 차를 계산하여 DiffAPSDl 의 vector에 담아둔다는 내용이 다.

• F‘eature 추출 알고리즘의 정의 기능

feature 추출 알고헤즘 정의 기놓은 선호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

진 결과틀을 담고있논 vector들로부터 이상진단에 사용될 feature값들올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올 작성하는 기능으로 사용 가능한 함수틀은 다읍과

같다.

- Peak :vector내의 요소틀 중 그 절대값이 가장 큰 요소의 값올 출력

- Min, Max : vector내의 요소툴 중 최소/최대값올 출력

- Pe밟At， MinAt, MaxAt : vector내에서 최소/최대/peak 값을 갖는

요소의 위치

- Sum : vector내의 요소를의 총합을 계산

- SqrSum : vector내의 요소들의 자숭의 총합을 계산

- InnerProd: 두 vector의 inner product를 계산.

또한 활당문을 통해 scalar 변수가 자동 선언되며 일단 자동 선언된

scalar 변수는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랴고 scalar에 대해서는 가감

숭체의 사칙연산이 가능하며，

- log : 상용대수함수

- sqrt : 제곱곤 함수

- sqr : 쩨곱함수

• int : 정수로의 변환함수

풍의 scalar 함수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scalar 변수의 값올 사용자

가 조사활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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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 : scalar 변수의 값올 monitor window에 출력하는 명 령 어

도 줍비되어 있다‘ 여기서도 문법적 오류는 문볍검사 가능에서 자동 검출

된다. Feature 추출 알고리즘의 한 예로서，

Index! = lNT(7.7/.-DelF); {index corresponding to 7.7Hz }

Index2 = INT(8.8/.-De1F); {index correspα1ding to 8.8Hz }

Di단SSum::SQrSum( DiffAPSDl , Index! , Index2);

{ Square Sum of DiffAPSDl from 7.7Hz to 8.8Hz }

Index! = INT(7.0/-De1F);

Index2 = INT<9.0/.-DelF);

MaxAtOfAPSD1 = M앓AT( APSD1 , Index1, Index2 ) * DelF;

{ Pe빼 Herz between 7.0Hz and 9.0Hz }

MaxOfAPSD! = Max( APSDl, Index!, Index2 );

{ Ma찌mun v허ue between 7.0Hz and 9.0Hz }

MONITOR DiffSSum, MaxAtOfAPSDl, MaxOfAPSDl;

{ for monitoring}

’ {--- criterion value for diagnosis ---}

CriterionOfSSum = 0.02 * _OpDayFromBOC + 1;

CriterionOfMax = 0.01 * _OpDayFromBOC + 2.0;

crOm않rr.Ur.lZ~ =7.8;

CrOfBeamHzJii =8.5;

여기서 APSDl 과 DiκAPSDl 은 신호처리 알고리즘 정의에서 선언된

-62-



vector틀어 고， Index! , Index2, DiffSSum, MaxAtOfAPSD1 ,

MaxOfAPSDl 동은 feature 추출 알고리즘 정의에서 자동 선언완 scalar

변수들로 다음의 진단 rule 정의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DelF는 프

로그햄에서 선언된 시스템변수(scalar 변수)로서 주파수분석 함수 APSD ,

CPSD, PhsPSD 결과의 주파수 간격 (frequency resolutIOn)의 값을 답고

있다.

위의 내용은 채널 Cl에 대하여 7.7Hz부터 8.8Hz까지의 기준 스펙트랄 밀

도와 현재의 스펙트랄 웬도의 차의 자숭합올 구하고 7.0Hz와 90Hz사이

에서 Cl의 스펙트랄 밀도의 최대값과 그 위치에서의 주파수(Herz단위)를

scalar 변수에 저장함과 아울려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출력하라는 내용

이다. 그리고， 여기셔 주목해야 할 것은 감시하고자 하는 feature가 운전

시간에 따라 어떤 경향찰 갖는 경우， feature의 허용치를 Bα:::(begmning

of cycle)로부터 현재까지의 운전시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변수

(scalar 변수)인 _OpDayFromBOC를 이용하여 식으로 나타냄으로서 시간

에 따릉 경향을 고려할 수 있다.

톰 진단 rule의 정의 기능

<Pro-Mind>에서 채택한 진단방법은 IF- THEN rule에 의한 진단

방법으로

IF <condition> THEN <action>

의 맘-THEN 문장플로서 진단 알고리즘이 구성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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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부분에는

- EQ : equ머 함수

- NE : not equql 함수

- GE : greater than or equal 함수

- GT : greater than 함수

- LE : less than or equal 함수

- LT : less than 함수

들의 수쳐 버교 합수들과 AND, OR, NOT 의 논리 연산자률 사용한 논

리적 조건문이 올 수 있으며， <action>부분에는

- WrtMsg : 사용자에게 message를 출력시키는 명령어

- Beep : 사용자에게 경보음을 발생사켜주는 명령어

의 명령어와 논리 연산 결과플 논리변수에 할당하는 할당푼이 올 수 있

다.

논리변수는 앞서의 scalar변수와 마찬가지로 할당문에 의해 자동 선언되

므로 별도로 선언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동 선언된 논리변수틀윤 조건

문에 자휴로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TRUE, FALSE의 논려쌍수도 차유

로이 사용할 수 있다.

진단 알고리즘의 작성 예로，

IF TRUE THEN { always satisfy }

bl=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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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f머se;

b3=false;

IF GT( DiffSSum. CriterianOfSSum ) THEN

WrtMsg( ’Difference Square Sum of APSDl > Cnterion value ’);

bl=TRUE;

B않p( l);

IF GT( Max:OfAPSDl, CntenonOfM:ax: ) THEN

WrtMsg('Maxmun value of APSDl in 7.0-9.0Hz > Criterion

value’);

b2=TRUE;

Beep(l);

IF LT( MaxAtOfAPSDl, erO펌eamHz-Lo ) OR

GT( MaxAtOfAPSDl. cra田eamHz퍼i )

THEN

WπMsg(’Beam mode frequency not in criterion range');

b3=TRUE;

Beep(l);

IF bl AND b2 AND (NOT b3) THEN

wπMsg( ’Maybe Hold-down spring fault');

wπ.Msg( ’ or Operating Condi디on changed');

Beep(2);

IF (bI OR b2) AND b3 THEN

Beep(S);

WrtMsg('Perhaps Hold-down spring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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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치비교함수들의 매개변수로 사용된 seal따 변수들은 feature추출

알고려즘에서 선언된 변수들이며 t bl , b2, b3 틀은 진단알고리즘에서 선언

된 논리변수아다. 처음 IF문에서는 논려변수틀의 초기화를 위한 문장여고，

두번째 표‘문은 채널 Cl에 대한 기준 스팩트랄 멀도와 현채의 스혜트랄

밀도의 차(7.7Hz부터 8.8Hz까지)의 자승합이 설정허용치 보다 큰지를 검

사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세번째 IF 문장에서는 7.0Hz와 9.0Hz사이에서의

스펙트랄밀도의 최대값이 설정허용치보다 큰지를 조사하며， 다음으로 네

번째 IF문에서는 CSB의 beam 모우드 주파수가 허용변동치 내에 있는지

를 조사한다. 만약 CSB beam 모우드 주파수가 허용변동치 내에 있지만

다륜 조건이 허용치에서 벗어나면(측 다섯번째 IF푼) 발전소 운전조건의

변화나 hold-down spring의 결함일 가능성이 다소 있다는 message률 출

력시킨다. 만약 CSB의 beam 모우드 주파수의 변화가 허용치를 벗어남

파 동시에 다론 조건이 만족되면 hold-down spring의 결함 가능성이 높

다는 message를 출력시키며 경보음올 5번 울림으로서 경고를 한다.

위의 예는 중성자 신호 중 단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만 진단 rule올

적용한 예어며， 실제의 경우에서는 여러 채널 (보통 중성자 신호 4 채널

과 기타 진통 및 압력， 온도신호 풍)에 대하여 진단 rule을 작성하여야 진

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신호처리 결과 Plot 기능

신호처리 얄고리즘 작성시 “save” 명령을 통해 file로 저장된 결과들

은 사용자의 훨요시 graph 형태로 화면에 출력시킬 수 있다. 신호처리

결과의 다양한 비교를 위하여 한 graph에 4개씩，‘ 4개의 graph를 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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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릴 수 있으므로 총 16개의 결과를 graph 형태로’ 출력사킬 수 있다.

plot 기능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들올 갖

고 있다.

- graph cursor 가능 : graph상에서 cursor를 움직 여 cursor 위치

에서의 데이타 값틀을 얽올 수 있다. ‘

- zoom, unzoom 거능 : graph의 일정 부분올 지정한 후， 이 부분

만을 확대하여 그렬 수 었는 zoom기능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unzoorn기능이 있다.

- Y-range 기능 : graph의 y축 범위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 send data 기능 :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타들율 ASCII file로 저장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신호처리 결과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할 때 펀리하다‘

- scroll 기능 : zoom된 상태에서 테이타들올 좌우로 이동 시킬 수

있다.

• Feature 추출 및 이상진단 결과 조사 기능

Feature추출 알고리즘에서 “Monitior" 명령을 사용하거나， 진단 알고

리즘에서 “WπMsg” 명령을 사용하여 scalar 변수의 값이나， message를

출력시킬 경우， 여 내용뜰은 “Momtor Window"라 명명됨 window에 출

력된다. 이 Monitor Window는 사용자가 언제라도 그 내용을 scroll시켜

볼 수 있으며， 펼요에 따과서는 window의 위치를 변경시키거나 그 크기

를 변경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시간올 알려주는 기능 풍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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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인 기능들이 내장확어 었다.

그림 17에서 26까지는 <Pro-Mind>의 여러 상황에서의 화연의 모습

올 보여주고 있다. <Pro-Mind>의 실제 화면은 칼라로 나타나므로 시각

적 효과도 높다. 그렴 17은 시간 데이타 수집 메뉴를 보여주는 화연이고，

그림 18은 RD200T tape recorder에 관한 정보를 업력시키는 과정의 화연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19는 tape recorder의 각 채널에 대한 정

보플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만약 아래에 위치한 <EDIT> 항을 mouse로

click하면 그렴 20파 갈은 정보업력 box가 냐타난다. 그림 21은 수집된 시

간 태아타틀이 저장될 file의 direct01γ 를 지정해주는 입력기능올 보여주고

있으며， 그렴 22눈 이미 저장된 시간 테이타 file툴 중에서 사용자의 펼요

에 따라 이상진단올 위한 PSD 채널로 지정해주는 기능의 화면이다. 그림

23은 신호처랴 알고려즙올 정의하는 기능의 화면으로 full screen edItor

box가 보인다. 그림 없는 신호처리 결과를 plot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혁시키는 화면이고， 그림 25는 plot 결파를 보여주고 있다.

‘ 1

-68-

‘-



~톨... •...1""' ’I를.-nni WTiJiW-’.ii_filibi를훌켠툰-’~‘~I~에πillI_’ns:톰-‘i

Pr 디 -miπd
Programmed by S. H‘ Jung

MechnlcaJ a Structural Integrity Test Dept.
KRERI. KOREA

[Ill ] Mon 1t.or “indo닝 [1]뭘

ri1

,---ι

j

‘

mIIar__OlI톨틀논논는르는-는논.’

그립 15. <Pro-rVlmd>의 초기화면

“

- miπd
ProgramMed by S. 에. Jung

MechnlcaJ a Structurd) Intcgrtlμ Test Dept
XAER I. KOREA

[-1 MOtll tor 씨 lndo냥 며
려
‘
」

4
h
l

‘j

.:..Ii률~;:.:JI21Ii_ i빌잉U

그밴 17. <PI 0 - Tv[ind> ~?l 사낀: 1:11 01 티 수집 71 능 비l 뉴

‘ 69 -



T APE RECORDER ‘ TIME DATA ACQUISITION-

SIGNAL
ACQUISITION

..
SIGNAL PROCESSING

•
-’- ALGORITHM
USER

.... ‘ FEATURE EXTRACTION..• EDITING

•

*
DIAGNOSIS..

”
PLOTTING - RESULT
PRINTING

그댐 16. <Pro-Mind> 의 개략직 흐픔도

-70-



cquisition ,efinition DiagnosisιιL'.m씨 lim승“fI tA.t.1n‘e H Qu'i t . '.

PInR캡BT Info鳳! I ....톨 디
”

.MPX 애ode l f»

빼빼빼'Play Count Min.
에 M 융 Play Coun\.. Sec IIDept.

• f.，’‘~ry 1'1 0
.Data No (102 에 11111 흩

~r 니 l빼

!짧↓續톨뼈爾짧 뺑많행짧없~

맹
여

|‘

lJI---

’

n

_all‘~:-흩톨1Ii 1

그링 18. <Pro-Mmd>의 Tape Recorder를 위 한 정 보 입 력 기 능

_I'N‘~/1if.-mclr‘”‘-(매_.-‘’."‘~""‘~~;r극ffiW.._’~π...-’1lI15. _

..-. .....의l
, Channe I Infomat ion •

홉홈 뺑 慶훌훌짧훌훌

훌.......[1]흉

그림 19 ‘ <Pro-tylinc.l>의 Tape Recorder 각 채널 정보 출력 가능

1
iηi



톨.mI!ii........m피~톨톨:J'jR톨l!fiJI톨를1.1홈禮F훌훌훌흉뺑懶聽톨.ill톨햄훌빼빼뭘g뚫홉않g훌훌톨...훌웰I훌웰빼뻐빼훌빼

g

윷훌톨[n뭘

.:.l&D.:_~"
싫~r-UI1qll ’III ‘IIHI-Ll ’Ul ’)I !,;'L!랙

톨l톨훌!톰 "w..u톨n:.톨

그굉 20. <Pro- T\1ind>의 Tape Recorder 각 채 닐 정 보 입 력 기농

Acqu'isition Defi.n:itiiOll " Diu ilpsi~↓파i핸“ liB획‘ "1 t ., .Dos SI..ξII . Qu Ft . • I|

[tJ뭘

그휩 21. <Pro-Mllld>의 더} 이 1斗 file dIrectory 지 정 기 능

n
ι

ηj



~cquisition U이1II"."i' ..덴111.&$ '8,g;WIbi¥iiil IIi 8 l1li11 씨..... l

Ul File

=>

-[fl-꺼

험뀐•

..,....‘-~
L“‘ t 1 , I: !'l 1“ ‘~ . ~ .I J .1 쉰
---------------------_.‘-

그림 22. <Pro-Mind>의 PSD 채널 지정기능

,)cfjuisitl “ n fJ’:1' i n j ’ "'ii +1'"'''.. I’ Ieμ ~IDD1i' Il‘mwtmiI' JJ ’‘(j
Define rrocesslng

‘-‘

그림 23. <Pro-Mind> 의 신후저리 앓고리춤 정의기눔

”
녀



..-mJmU훌마굶In ， II톰-둔I훌…~j훌mnm휠홈X횟I!I!'!I
.'

훌훨톨품훌nu톰~생를플g롤톨_'nw톨g흩l톨I

::)

Graph

녕~쨌;s;C젤흐&’1 야i?훌;j L :ut쿄~꺼KQ)<~ι‘ l

t뼈i입얄總뀔[l않양i1I41 μ~lj'f'댐앓싫효E옳'1

{쐐觸홈톨빼빼Z핸양~9 를

n”
i

l
l
·
톨
-
-
-
-
-

“‘
ι-‘

그림 24. <Pro-ivIind>의 Plot 갱보 압 력 기 능

,.
; i

‘ :. ; “· ~

- Cl.P‘'iJ
-C3. PSO

vouι+ooTI

훌 -2.00£....∞T'=갓:ι\

-’ 따+∞l \〉、섯약》연=랫:::·파--.---..-二二二二=:
1 OOC....Ol 2. 00L ... Ol 3.001.-1' 01

J'"Fl'"πUF"fo잊그V <HZ)
’.CJQE. .Ol 5. 0 0£ +01

0.0。ι·00 .....오 :O_c갖~PSO

-C".Pf,O

훌 -~∞E ∞f 줬눈픔짧》‘----------~‘----...----‘--
I ","--- _. ....."-一‘ .---κ_..-.-..--..-----..------.--..-----‘-~~--’、

담in 11......... ‘;
*’‘ ’ ~:::

F5 、.. ".an~

t

、“.... R ..~ht·‘ $e r-oll ·.7<'F2 ;Zc;oQ'f;

F6.S~~ D~ta ~SC:Oui~

“'" _F.;3 UnZ:ooro. F‘~~r U I u.“ · ‘ “

그립 25. <Pro- ~/£ind>의 Plot 화딴

”H



쩨 4 절 울진 l호기 내부구조물 진동특성의 경향

9OOl\1We급 3 loop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인 울진 1호기는 1988년 최

초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 핵연료 6주기 중에 었다. 울진 1호기는

KIR system (Framatom잉 상품명 MACOUMAT) 이라는 진동 및 음향 감

시 계홍이 설치되어 가속도 8개， AE센서 167R가 설치되어 었으며， 또한

노외 중성자 탐지기 산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단자가 준비되어 있

다.

원자로 내부구조물띄 진통특성은 한 핵주기 동얀 운전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어떤 경향을 갖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올

파악하여야만 진단의 신뢰도롤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울진 1호거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속도

신호 및 노외 중성자 신호를 측정/분석하였으며 분석결파를 울진 1호기의

prototype 원전인 Tricastin 1호기의 잔동특성과 비교， 검토하였다(l차 년

도 보고서 창조). 2차년도에서논 진통 특성의 경향올 파악하가 위해 핵

주기 동안의 중성차 선호를 채취 분석하였으며， 이상 진단을 위한 꿇ature

들의 경향올 파악하였다.

1. 신호 취득 및 분석

울진 1호기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구조물， 가압기의 진동을 측정

하기 위해 그립 26 (a)에서와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 하부 lficore

R
니

πI



penetration sleeve에 2개， 압력용기 헤드의 stud bolt상에 ~。 간격으로 4

개， 그리고 가압기 surge line상에 2개의 가속도계가 셜치되어 었다. 측정

운동방향은 그림에서 보논 바와 같이 Vl，V2는 횡방향， V3 - V6은 수직

방향이다. 그리고 V7, V8은 surge line의 가속도이다. 노외 중성자 탐지

기는 그림 26 (b)에서와 같이 압력용기 원주툴레애 90。 간격으로 상하 총

8개가 설치되어 있다. 편의를 위해 각 신호에 그림에서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선호들은 tape recorder틀 통해 취득되었으며， 분석은

살험실에서 행해졌다. 디지탈 신호처리를 위한 생플링 및 신호쳐려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Pro-Min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리

고 신호 확인 및 분석 결과의 확인을 위해 B&K 2032 2-ch an머yzer가

이용되였다.

본 연구의 1 차년도에서는 울진 l호가 내부구조물의 진동특성올 파

악하기 위해 노외 중성자 신호 및 진동 산호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현

2차년도에서는 내부구조물 진동 특성 및 진단올 위한 feature틀의 겸향올

파악하기 위해 ‘93. 4 부터 ’94. 7 까지 대략 3개월 간격으로 6번 취득된

노외 중성자 신호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노외 충성차 신호의

취득 낳자 및 취득시의 EFPD(effective full power days), 용소농도， 압력，

온도， 연소도는 표 4와 같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이상 진단을 위한 feature굶는 각 중성자 신호의

APSD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phase 분리법에 의해 분리된 beaml,

be없n2 방향으로의 CSB beam 모우드의 APSD로부터 협대역 power 값

(CSB beam 모우드 부근， 본 연구에서는 7 - 9.375 Hz 대역)， 광대역

power 값 (본 연구에서는 o - 25 Hz ), 그리고 협대역에서 야ak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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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갖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이 툴 값틀의 경향율 파악하였다. 주파수

불석시 사용된 생플링 시간간격은 7.8125msec, 주파수 해상도는 0.125 Hz

이며， 50% overlap 하여 200번 펑균화하였다.

2. 분석 결과 몇 고찰

그림 27에서 40에 결쳐 핵 5주기의 취득 날짜별 노외 중성자 신호와

APSD 및 phase 분리에 따른 각 성분들， 측 global 성분， shell 모우드 성

분， CSB beam 모우드 성분의 바없nl 방향 성분， beam2 방향 성분

(beaml , bearn2 방향은 그림 3을 참조)의 APSD가 나와었다. 그리고 그

렴 41에서 56에 걸쳐 운전시간에 따른 경향을 살펴 보겨 위한 노외 중성

자 신호의 각 채널별 APSD 및 각 성분들의 APSD들이 나와 있다.

하부의 4채널 노외 중성자 신호 Nl - N4의 APSD를 살며보면

Nl，N4와 N2，N3의 APSD가 전 대역에 걸쳐 power의 값에 차아졸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치된 TS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즉 NI , N4 채

널 쪽에는 TS가 없고 N2. N3 채널 쪽에는 TS가 설치되어 있옴으로 인

하여 중성자의 차폐두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작된다. 이러한 차이

는 상부의 4채널 N6 - N8에서도 확인된다.

phase분리에 의한 성분들의 APSD룰 살펴보연 0-2Hz 대역에서는

global 성분이 , 2-9.5Hz 대 역 에서는 beaml , be따n2 성 분이 , 그리고 20Hz

부근에서는 shell모우드 성분이 다른 성분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10 - 18.5Hz 대역에서는 다시 global 성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zf

성분플의 APSD에서 peak를 보이는 주파수들을 살펴보면 beam1 , bea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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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o봉우리가 보이고APSD에서는 3Hz, 6.2Hz, 8.2Hz 부끈에서성분의

APSD에서는 20.6Hz 부근에서 봉우리가 보이고며， shell 모우드 성분의

이것은 1차년도에서 중성자 신호 및 가속도 신호를 분석하여 얻은았다‘

2차집합체모우프(3.1Hz)， 핵 연 료1차 bending집합체핵연료결과인

bending 모우드(602Hz)， CSB beam 모우드(8.2Hz)， CSB shell 모우드(20.6

주목할 것은 10Hz 부근에서 global 성

이 봉우리는 5주기

Hz)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여기서

APSD에서 작은 봉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분의

초(‘93.04일자)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그 이 후에는 구별이핵주기의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이 성분올 파악하지 못용이할 정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각 성분들의 APSD들올 비교해보면 1차년도에서 확인하하였다，

지 봇한 진동모우드의 주파수안 17Hz 부근에서 global 성분야 다른 성분

주파수 부근에서 global있다. 이있음을 알 수들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성분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한 구성요소의

성분의b얹m2b않m1또한추측된다.아닌가모우드가동
or상하

APSD에서 1차년도에서 파악된 R~V swing모우드의 주파수 (13.3Hz)에서

봉우리가 나타나고 있다.

핵 6주기 동안에 취득된 노외 중성자 신호툴 빛 phase 분리에 의한

걸쳐 나와 있므며， 경향 파악그림 57에서 64에각 성분틀의 APSD들이

을 위한 APSD틀의 비교가 그림 65에서 80에 나와었다. 핵 6주기에서는

’94. 7현재까지 2번 취득되었기 때문에 한 핵주기 동안의 완전한 경향은

따라서 2번 취득된 신호알 수가 없었다(본 연구의 총료일자는 ’94 ‘ 8엄).

들의 분석만을 토대로 핵 5주기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APSD에서

집합체 2차 bending

핵 6주기에서도 핵 5주기와 같이 beam1, be하n2 성분의

1차 bending 모우므(3.1Hz)，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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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드(6‘2Hz)， CSB 뾰없n 모우드(8.2Hz) 부끈에서 다륜 성분툴보다 두드

러진 봉우랴를 보이며， CSB shell 모우드 성분의 APSD는 20.6 Hz에서

봉우려콜 보이고 있다. 또한 l까1z 부근에서는 global 성분이 두드러진다.

다만， 5주기와의 차이점은 13Hz 부근(RPV swing 모우드의 주파수)의 봉

우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핵 연료 채 장전을 위한

RPV 헤드의 분해 절합에 의해 RPV의 결합조건이 5주기 때와 달라진 때

문이라 생각된다.

ASME 0없11 part 5에서는 내부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feature로서

노외 중성자 신호의 협대역에서의 RMS값， 팡대역에서의 RMS값올 사용

하고 있다. 여기서 RMS값은 다읍과 같이 정의된다.

RMS2 = J:2APSD(n df

그러나 운전시간 경과에 따른 붕소농도의 변화에 따라 그 중성자속 밀도

가 변화하기 때문에 노외 중성자의 APSD는 핵 주기의 운전시간의 경과

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노외 충성자 신호를 이용하여 내부구조물의

결함을 진단하고자 활 경우 아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MS값 때산 power값(= RMS2)올 사용하여 CSB beam 모우드 주파수

부근에서 의 협 대 역 (7-9.375Hz), 그리고 광대역 (Q-25Hz)에 서 의 power값 및

CSB beam 모우드의 주파수의 경향올 조사 하였다. 핵 5주기 및 6주기

에서 취특한 중성자 신호들에 대한 CSB beam 모우드 주파수， 그 주파수

에서의 peak 값， 협대역 power 값， 광대역 power 값들이 표 5, 6에 나와

었다. 그리고 이툴 값틀에 대해 직선보간한 결과가 그림 81 - 100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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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있다. 그램 81에서 %까지는 핵 ’ 5주지만의 값들을 직선보간한 결과이

고， 그림 91에서 100까지는 핵 5， 6주기에의 걸친 모든 값틀을 직선보간한

결과이다. 그리고 표 7은 붕소농도와 feature값(협대역 power, 광대역

power)의 correlation 계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핵 5주

기의 값툴만을 직선보간하였을 때가 핵 5-6주기에 걸친 모든 값툴울 직

선보간 하였을 때보다 분산이 적읍(correlation 계수 값이 큼)을 알 수 었

다. 축， 핵 6주기에서의 feature값틀은 핵 5주기에서의 feature 값들의 경

향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소 차이가 었다논 의미가 된다. 이러한 차

이는 운전조건의 차이 및 열수력학척 상태의 차이(본 연구에서 알 수 있

는 차이점은 핵 5주기 때의 노내 평균압력은 154bar이고， 핵 6주거때의

노내 평균압력은 155bar임) 둥에 의한 원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좀

더 확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핵 6주기 말기까지의 데이타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진단에 이용되는 feature들 중에는 결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운전조건， 열수력학적 상태 풍에 영향을 받는 것틀야 었으며， 이러한

feature들을 사용할 때는 앞서 언급한 사항올 유의하여야 한다. 측 운전

조건이나 열수력학적 상태와의 관계성을 파악하여야만 한다.

협대역 내에서 peak 값을 보이는 주파수， 즉 CS8 beam 모우드의

진동주파수의 한 핵주기 동안 변동폭의 조사 결과 8.0Hz - 8.375Hz 내에

었으며 8.25Hz를 기준으로 변동폭은 2% 이내이다. 위의 결과에서 일 수

있돗이 협대역/광대역 power 값은 용소농도의 영향올 크게 받으나， CSB

beam , 모우드의 진동주파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의 신

뢰성 측면에서 보면 협대역 또논 광때역의 power값 보다논 CSB 뾰하n

모우도 진동주파수가 더 안정적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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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울진 1호기 노외중성자 취득시의 운전조건

취묵날짜
EFPD 붕소농도 압력 온도 연소도

(day) (ppm) (bar) ( 0 C ) (째D/~)

’ 93. 4 1070 154 304 188
'93. 7 115 656 154 304 4824
’ 93. 10 205 305 154 304 8455
’93. 12 265 66 154 304 10771
’ 94. 3 12 1327 155 304 294
’ 94. 7 145 863 155 304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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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핵 5주기에서 각 feature률의 값

Beam1 Beam2
Date (EFPD) Feature N1 N2 N3 N4

Component Component

Beam Mode
8 825 8 825 8375 8

Freq (Hz)

Peak Power at
0 CCX>4 oαXXl6 0 CXX>1 1 oαXX32 oαXX>2 OCXXJ15

93 4(1) Beam Freq

Narrow Band
oαl369 oocose o∞104 oα)318 0 0::χX32 o∞134Power

Wide Band
016176 003425 0061∞ 013732 00깐)8 Qα끊JJ7

Power

Beam Mode
825 825 8125 8 걷 825 825

Freq (Hz)

Peak Power at
o∞192 oαxl38 oαxl6 000201 oαXJ39 oαx69

93 7 (115) Beam Freq

Narrow Band
001804 oαl398 000004 001776 oα)393 oαS26

Power

Wide Band
0 5:￥i53 013226 023247 0537()5 01α36 012004

Power

Beam Mode
8125 8 825 8125 8125 8125

Freq (Hz)

Peal< Power at
oαZ흉 o∞14 o∞164 oα)471 000114 o∞116

93,10(2re) Beam Freq

Narrow Band
Q떠215 0012 001348 0 0:월75 ocx훌36 Ooo:l6

Power

Wide Band
O ee!:훌4 o 깐퍼33 0«줬48 1 04:뭘8 01얹훌2 022047

Power

BeamM여e
8125 8125 8125 825 8125 8125

Freq (Hz)

PeakP아verat
oα껴48 o∞222 000274 oα:s54 000133 000138

9312 (265) Beam Freq

Narrow Band
004269 001939 002346 0 04:훌 001196 001192

Power

W띠e Band
13341 032686 056317 1439 026866 029335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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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핵 6주기에서 각 feature률의 값

Beam1 Beam2
Date (EFPD) Feature N1 N2 N3 N4

Component Component

BeamMode
8 8125 825 825 825 8125

Freq (Hz)

Peak Power at
000134 oαxl28 0 CDJ29 o∞166 0 CXXJ34 oα:041

94 3 (12) Beam Freq

Narrow Ba때
001361 oα)27 0 0:효()1 0016 oα)366 oαx383

Power

WldeBand
01393 oα훌917 00뼈52 0146써6 00용~ 0 00.:호g

Power

BeamMode
825 825 825 825 8125 825

Freq (Hz)

Peak Power at
。α>243 oαx)49 0 CXXJ6 oαYl97 oαxl64 OCI:IJ72

94 7 (1 45) Beam Fr액

Narrow Band
。 02125 o∞419 oα씨83 002434 oαl559 0 0C/S67

Power

Wide Band
037G 00911 0126:휠 03796 00π33 0 a3267

Power

표 7. Feature 값플의 Correlation 계수

Fuel
Feature N1 N2 N3 N.

Cycle

Wide band 5 - 0.9938 - 0.9963 - 0.9968 - 0.9930

power 5, 6 - 0.9740 - 0.9704 - 0.9744 - 0.9673

Narrow band 5 - 0.9987 - 0.9658 - 0.9653 - 0.9945

Power
5 ,6 - 0.8927 - 0.9034 - 0.9141 - 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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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혹도계 꿔치 (b) 노외 충생자 탐지거 뀌치

그렴 26. 울진1호기의 가속도제 빛 노외 중성자 탐지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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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쩨 I 절 결 료쿄
L-

1. 연구 결과

본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함을 진단함에 있

어 필수적 언 내부구조물의 동특성 파악용 위 해 원자로 잡음해석을 통한

진동 분석방법올 제시하고， 제시한 방법올 토대로 울진 l호기의 노외 중

성자 잡음 몇 가속도 신호를 채취/분석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내부구조

물의 결함올 진단에 훨표한 여러가지 정보나 사실툴의 연관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IF-THEN rule을 이용한 간이 expert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신호수집 및 분석의 자황화를 위한 프로그램올 깨발하였다. 또한 결함에

따른 중상을 파악하가 위해 올진 1호기의 내부구조물올 FEM 모탤링하

고， 인위척 결합상태를 보사하였다. 그리고 내부구조물 진동특성의 운전시

간의 중가에 따른 경향흙 파악하기 위해 울진1호기를 대상으로 1년간의

진동특성올 관찰하였다.

1, 2차년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울진 1호기 내부구조물의 진통 주파수는

핵연료 집합체 1차 bending 모우드 : 3‘ 1 Hz

핵연료 집합체 2차 bending 모우드 : 6.2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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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 beam 포우드 : 8.2 Hz

CSB shell 모우드 : 206 Hz

RPV swmg 모우드 : 13.3 Hz

RPV 상하 운동모우드 : 263 Hz

로 파악되었으며， 이외에 확인되지 않은 진통모우드로 4.멈 Hz,

17.4 Hz가 있다.

(2) 내부구조물의 진홍·이 노외 중성자 신호나 가속도 신호 모두에서

감지되나， 노외충성자 잡음에서는 C5B be따n， C5B shell 모우드가，

가속도신호에서눈 RPV의 swmg, RPV 상하 운동모우드의 파악이

용이하다. 특히， C5B shell 모우드는 가속도 선호에서는 잘 감지

되지 않으며 노외 중성자 잡음에서 잘 감지된다‘

(3) 울진 1호기의 내부구조물을 FEM 모텔랭하고， 인위적 결함상태를

모사한 결과에 따르면 hold-down spring의 결함 발생시 CS8 C shell

모우드 진동수는 큰 변화가 없으며， C58 beam모우드 주파수는

10% 결함시 4.6%.20% 결함시 18%정포 떨어진다.

(4) 울진 1호기의 한 팩주기 동안0993.3 - 1994.4)의 C5B beam 모우드

주파수의 변동폭판 8.125 - 8.375 Hz으로 2% 이내이다. 따라서 인

위적 결함을 모사한 결과를 고려해보면 8 - 10% 정도 이상의 감소

가 있는 경우애 C5B의 hold down spring애 결함이 발생 하였다고

판단하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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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연구에서는 IF-THEN rule을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결함

진단윷 위한 진단 소프트훼어룹 개발하였다.

2. 기대 성과

본 연구의 기대성과는 다음과 같다.

P 정상상태에서의 내부구조물 동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결함을 파악하는 이상진단시스템의 핵심 자료로 활용.

P 원자로 내부구조물 이상진단을 위한 PC base의 진단 소프트혜어가

채발됨에 따라 차후 이를 이용한 진단 사스템 설치 가능.

P 영광 3，4호기 및 후속거의 NIIv1S(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로부터 얻게되는 중성자 잡읍신호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NIMS의 효올적인 운용가능.

P 국내 각 원전의 운전이력 및 원자로 잡쯤신호의 Data Base화

가능‘

쩨 2 절 건의 사향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원차로 내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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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진단에 있다‘ 내부구조물의 이상을 진단함에 있어 선행 되어야 할

중요한 것으로는 진통분석 및 진동의 경향분석， 그리고 결함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중상 파악이다. 따라서，

P 원자로 내부구조물 동특성 변화의 경향 분석 및 만일의 경우 사고

밥생시 그 원인 규명을 위해 국내 각 원전마다 운전이력 및 원자로

잡음신호 이력 풍의 lIbrary 또는 data base화가 시급하다

P 내부구조물 진동에 대한 각 신호틀의 연관성이나 좀 더 폭 넓은

내부구조울 결함에 대한 중상(진동변화의 형태)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축척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진얘의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실험， 시혐운전 기간 동안의 진동설협 빛 신호분석 둥이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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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ANSYS 업력자료

/batch
100m, ••••*.**************••**************************
/∞m， σi없19le meshed holes, Be to 2190, MDOF selec않d，

100m, 외1 mass effets are added!!! , outside water!!
/∞1m， rvIDOF : 3 line (1/5) t CP : k=2
leorn, Upper Plane is constrain않d by UZ direction
leom, ***************.******************.*************
Iprep7
et, l ,63
et,2,80,,1
loom，par하neter

100m
n피n=le-5

rl=O.l
1'2=1.7239
r3=1.9575
tl=-O.따435

12=-0.2032
t3=-O.아)5

t4=0.0
d26=-2.1767-t1
d27=-2.0618-tl
d잃=-1.9찮폈-t1

d29=‘1.8120-t1
d30=-1.6871-t1
d31=-1.5622-tl
d32=-1.4474-t1
sdl=O.05
sd2=0.82
sd3=3.11
sd4=8.18
sd5=12.27
sd6=16.36
sd7=21.43
sd8=23 72
sd9=24.49
shl=12.73
sh2=132.73
sh3=2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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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Lden=11477+2471.8
/com, material property
leorn
mp,ex,1,177.13e9
mp,nuxy,l,.3
mp,dens,1,22305.8
mp，gxy，l，앉3e9

mp,ex,2,177.13e9
mp,nuxY,2,.3
mp,dens,2,15102
mp,gxY,2,66e9
mp,ex,3,177.13e9
mp,nuxY,3,.3
mp，dens ，3，24.4쟁e3

mp,gxy,3,66e9
mp,ex,4,20.7e8
mp,dens,4,le3
mp,gxy,4,9.806
mp,visc,4,1.131e-3
/com, real constant
/com
r,l ,O‘0508
r,2,O.4064
r,3,O.0887
r,4, 0.1016

/com, node c∞rdinate

/com
csys,l
Iview,l ,O,-l ,‘5
n,l ,rl ,,-7.7896- t1+t2-0.0445
n,41,(rl+r2)/10,,-7.7896- t1 +t2-0.따45

n,42,(rl+r2)!5*1 ,,-7.7896-t1+t2-0.0445
n,43,(rl+r2)!5*2"-7.7896-t1+t2-0.0445
n,44,(r1+r2)!5*3,,-7.7896-t1+t2-0.0445
n,2,(rl+r2)/S*4,,-7.7896-tl+t2-0.따45

n,3,r2"-7.7896- t1+t2-0.0445
n,7,r2,,-7.0533-t1-0.0445
f1l1,3,7
n，22~2，， -3.3'야꽁-t1

fill,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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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6,r2"-2.l867-tl
fill,22,26
n,32,r2,,-1.4374-t1
fill,26,32
n,37,r2,,0
fill,32,37
n,40,r3- t4,,0
fill,37,40

ngen, 2,50,1,44",7
ngen, 2,100,1,44",12.73
ngen, 2,150,1,44",15.4
ngen, 2,200,1,44",20.91
ngen, 2,250,1,44",29.09
ngen, 2,300,1,44",37.27
ngen, 2,350,1,44",46
ngen, 2,400,1,44",56
ngen, 2,450,1,44",65
ngen, 2,500,1,44",74.6
ngen, 2,550,1,44",85
ngen, 2,600,1,44",94
ngen, 2,650,1,44",102
ngen, 2,700,1,44",110
ngen, 2,750,1,44",116.4
ngen, 2,800,1,44",124
ngen, 2,850,1,44",132.73
ngen, 2,900,1,44",140.91
ngen, 2,950,1,44",149.09
ngen, 2，1α)0，1 ，44"，157.27

ngen, 2,1050,1,44",164.7
ngen, 2,1100,1,44",172
ngen, 2,1150,1,44",180
ngen, 2,1200,1,44",188
ngen, 2,1250,1,44",195.3
ngen, 2,1300,1,44",205
ngen, 2,1350,1,44",214
ngen, 2,1400,1,44",224
ngen, 2,1450,1,44",233
ngen, 2,1500,1,44",243
ngen, 2,1550,1,44",252.73
ngen, 2,1600,1,4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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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n, 2,1650,1,44",260.91
ngen, 2,1700,1,44",269.00
ngen, 2,1750,1,44",277.27
ngen, 2，1800，1 ，44"，잃6.5

ngen, 2， 1않0，1 ，44"，296.4

ngen, 2,1900,1,44",306
ngen, 2,1950,1,44",315
ngen ， 2，2α)() ， 1 ，44" ，324

ngen ， 2 ，2많iO， 1 ，44"，333.6

ngen, 2,2100,lA4",342
ngen, 2,2150,1,44",351
ngen, 2,2200,1,44,,,360

save

/com, shell element
/corn
t따Je，l

mat,3
re려，2

en,1,1,41,91,51
engen,1,44,50,1

en,51,2,3,53,52
engen,1,44,50,51

en,4001A1,42,92,91
engen,1,44,50,4001

en,4051 ,42,43,93,92
engen,l ,44,50,4051

en,4!01,43,44,94,93
engen,1,44,50AIOl

en,4151,44,2,52,94
engen,1,44,50,4151

mat,1
re며，1

en,101,3A,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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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en,1,44,50,101
engen,5O,34,1,101,144
real,3
en,I801 ,37,38,88,87
engen,1,44,50,l801
engen ，50，3，1 ，1801 ， 1없4

leorn, thermal shield 1
mat,2
re외，4

en，34싫2’，2057，2058，2108，2107

engen,1,3,50,342
engen,50,15,1,342,344
en,301,7,8,58,57
engen,I,3,5O,301
engen,5O,15,1,301,303

/com, 남lern없I shield 2
en，31l，507，508，또8，557

engen,l ,5,50,311
engen,50,15,1,311 ,315

leorn, 버errnal shield 3
en,322,1057,1058,1l08,1107
engen,1,4,50,322
engen,50,15,1,322,325

/com, 안lerrnal shield 4
en,333,I607,1608,1658,1657
engen,1,5,50,333
engen,50,15,l,333,337

leorn, Fluid Layer Nodes

ngen，2，5000，3，37，，0.0똥4

ngen, 2,50,5003,5037",7
ngen, 2,100,5003,5037",12.73
ngen, 2 ，150，많)()3 ，5037" ，l5.4

ngen, 2,200,5003,5037",20.91
ngen, 2,250,5003,503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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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n, 2,300,5003,5037",37.27
ngen, 2,350,5003,5037",46
ngen, 2,400,5003,5037...56
ngen, 2,450,5003,5037",65
ngen, 2 ，500，많YJ3，5037'"74.6
ngen, 2,550,5003,5037",85
ngen, 2,600,5003,5037",94
ngen, 2,650,5003,5037",102
ngen, 2,700,5003,5037",110
ngen, 2，7fJJ，닷)()3，5037"，1 16.4

ngen, 2,800,5003,5037",124
ngen, 2,850,5003,5037",132.73
ngen, 2，900，않J03，5037"，140.91

ngen, 2,950,5003,5037",149.09
ngen, 2，1α)()，5003 ，5037， ,,157.Z7
ngen, 2,1050,5003,5037",164.7
ngen, 2,1100,5003,5037",172
ngen, 2，1150，5003，5떠7"，180

ngen, 2,1200,5003,5037",188
ngen, 2，1250，밍03，5037"，195.3

ngen, 2,1300,5003,5037",205
ngen, 2,1350,5003,5037",214
ngen, 2,1400,5003,5037",224
ngen, 2，1450，5003，5037"，잃3

ngen, 2 ，H뼈，5003，5037"，낌3

ngen, 2,1550,5003,5037",252.73
ngen, 2，1뼈，밍03，5037"，254.6

ngen, 2,1650,5003,5037",260.91
ngen, 2,1700,5003,5037",269.09
ngen, 2，1750，앉에'3，5037"，껍7.Z7

ngen, 2,1800,5003,5037,,,286.5
ngen, 2，1850，5003，5037"，잃6.4

ngen, 2 ，1900，당)03，5037"，306

ngen, 2，1950，50떠，5떠7"，315

ngen, 2 ，2뼈，5003，5037"，324

ngen, 2 ，2때，때13，5037"，앓3.6

ngen, 2，2100，많)()3，5037"，342

ngen, 2,2150,5003,5037",351
ngen, 2 ，2200，많03，5037，，，360

ngen,2,5000,5003,7Z3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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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n，2， 10α)()，5003，7237，，0.238

i=5000
j:::Q

*do, couple,l ,44
j=j+1
k=2
*do, couple1 ,1,35
k=k+l
m=(J-l)*50+k
cp,rn,UX,m,rn+l
*enddo
*enddo

mat,l
Icorn, holes]
edele, 1253， 1껑6

edele, 1303,1306
edele, 1353,1356
edele, 1403， 1때6

edele, 1453， 1짧6

edele, 1503， 1많6

cpdele, 177,181
cpd리e， 227,231
cpdele, 277,281
ndele, 177,181
ndele, 227,231
ndele, 277,281
n,3102,r2,shl+sd3, d27
n,3103,r2,shl+sd2, d28
n,3105,r2,sh1+sd2, d30
n,3100,r2,sh1+sd3, d31
n,3109,r2,shl+sd7, d31
n,3110,r2,shl+sd8, d30
n,3112,r2,sh1+sd8, d28
n,3113,r2,sh1+sd7, d27
n,3115,r2,shl+(sd6+sd7}/2, (d31+d32)/2
n,3116,r2,shl+(sd6+sd7);2, (d26+d27)12
re려，1

en,3101 ,176,3102,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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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3102,126,l27,3102,176
en,3103,141,3102,3103,3103
en,3104,128,127,3103,3103
en,3105,128,3103,129,129
en,3106,129,3105,l30,130
en,3107,131,3105,130,130
en,3108,131,3105,3106,3106
en,3109,131,3106,182,132
e웬nκ’，3와110α，18잃2，3윈106’2잃3잃2，2잃32

e많nπ’，3111 ，282 ，332 ，3115 ，3115

en,3112,332,3109,3115,3115
en，3113 ，332 ，3109 ，331 ，3앓31

e앉n，3114 ，3밍10때9’，3110，331 ，331

en,3115,330,3110,331 ,331
en,3116,330,3110,329,329
en,3117,328,3112,329,329
en,3118,328,3112,327,327
en,3119,3113,3112,327,327
en,3120,3113,326,327,327
en,3121,3113,3116,326,326
en,3122,276,3116,326,326

/com, holes2
edele, 1268,1270
edele, 1318,1320
edele, 1368,1370
edele, 1418,1420
edele, 1468,1470
edele, 1518,1520
cpdele, 927,931
cpdele, 977,981
ndele, 941,931
ndele, 977,981
n,3202,r2,sh2+(sd3+sd4)/2, (d26+d27)/2
n,3203,r2,sh2+sd3, d강
n,3204,r2,sh2+sd2, d28
n,3200,r2,sh2+sd2, d30
n,3207,r2,sh2+sd3, d31
n,3208,r2,sh2+(sd3+sd4)/2, (d31+d32)/2
n,3211,r2,sh2+(sd6+sd7)/2, (d31+d32)/2
n,3212,r2,sh2+sd7,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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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213,r2,sh2+sd8, d30
n,3215,r2,sh2+sd8, d28
n,3216,r2,sh2+sd7, d27
n,3217,r2,sh2+(sd6+sd7)12, (d26+d27)!2
re머，1

en,3201,926,3202,876,876
en,3202,3203,3202,876,876
en,3203,3203,877,876,876
en，3204 ’，3잃20떠3，8염77，3204 ，3204

en，3205 ，878，8'π，32여，3204

en,3206,878,879,3204,3204
en,3207，879，않30，3206 ，3206

en,3208,881,880,3206,3206
en,3209,881,3207,3206,3206
en,3210,881,3207,882,882
en,3211,3208,3207,882,882
en,3212,3208,932,882,882
en,3213,3211 ,982,1032,1032
en,3214,3211,3212,1032,1032
en,3215,1031,3212,1032,1032
en,3216,1031,3212,3213,3213
en,3217,1031,1030,3213,3213
en,3218,1029,1030,3213,3213
en，3219 ，1029 ，10잃，3215，3215

en，3220，1027 ，10잃，3215，3215

en，3221 ，10감，3216 ，3215，3215

en,3222,1027,3216,1026,1026
en，3223 ，3217 ，3216 ， 10때，1026

en,3224,3217,976,1026,1026

learn , hole엽

edele, 1282， 1잃5

edele, 1332,1335
edele, 1382,1385
edele, 1432,1435
edele, 1482， 1싫5

edele, 1532， 1닮5

c띠밍e， 1627,1631
C며ele， 1677,1681
cpdele, 1727,1731
ndele, 162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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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ele, 1677J681
ndele, 1727,1731
n,3302,r2,sh3+sd3, d27
n,3303,r2,sh3+sd2, d28
ll,3305,r2,sh3+sd2, d30
n,3306,r2,sh3+sd3, d31
n,3309,r2,sh3+(sd6+sd7)/2, (d31 +d32)/2
n,3310,r2,sh3+sd7, d31
n,3311,r2,sh3+sd8, d30
n,3313,r2,sh3+sd8, d28
n,3314,r2,sh3+sd7, d27
n,3315,r2,sh3+(sd6+sd7)/2, (d26+d27)/2
re외，1

en,3301 ,1676,3302,1626,1626
en,3302,1626,3302,1577,1576
en,3303,1577,3302,3303,3303
en，3304，1577，1578，3303，잃03

en，3305 ，1579，1578，3303，잃03

en,3306,1579,l580,3305,3305
en,3307,1581,1580,3305,3305
en,3308,l581,3306,3305,3305
en,3309,l581,3306,1632,1582
en,3310,1632,3306,l682,l682
en,3311 ,1732,3309,1782,1782
en,3312,3310,3309,l782,1782
en，3313 ，3310 ，1781 ， 1782，1η782

e많nπ1，’，3앓314’3잃310α따，178없1 ，3잃311 ，3311

en,3315,1780,1781,3311,3311
en,3316,1780,1779,33l1,3311
en,3317,1778,1779,3313,3313
en，3318 ，1π8，1777，3313 ，3313

en,3319,3314,1777,3313,3313
en，3320 ，3314 ，1777， 1η77때6， 17π7

e않nκ’，3잃321 ，3잃314，3앓31퍼5’，1η771깨6，」l77π76

e태n，3원32잃2’，1726 ，3315，1776，1π6

!com, Fluid Layer

type,2
ma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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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000
1=밍00

j=1α)()()

en,101+k,3+i,4+i,54+i,53+1,3+j,4+j,54+j,53+j
engen,1,44,50,101+k
engen,50,34,1,101+k,l44+k

i=1아뼈

k=l0000
j=l5000
en,101+k，3+i，4+i ，54+i ，53+i ，3년，4+j ,54+j ,53+j
engen,1,44,50,101+k
engen,50,34,1,101+k,144+k

k=O
*do, holep따t， 1,2
k=k+많%

edele, 1253+k,1256+k
edele, 1303+k,1306+k
edele, 1353+k,1356+k
edele, 1403+k,1406+k
edele, 1453+k,1456+k
edele, 1503+k,1506+k
edele, 1268+k,1270+k
edele, 1318+k,1320+k
edele, 1368+k,1370+k
edele, 1418+k,1420+k
edele, 1468+k,1470+k
edele, 1518+k,1520+k
edele, 1282+k,1285+k
edele, 1332+k,1335+k
edele, 1382+k,1385+k
edele, 1432+k,1435+k
edele, 1482+k，1뼈5+k

edele, 1532+k,1535+k
*enddo

i=O
*do, holep하n ， 1,3
1=1+당)()Q

ndele, 177+i,18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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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ele, 227+i,231+i
ndele, Zπ+i，281+i
ndele, 927+1,931+i
ndele, gn+i,981+i
ndele, 1627+i,1631+i
ndele, 1677+i,1681+i
ndele, 1727+i,l731 +i
*enddo

csys,l
nrotat，외l

learn
/com, nsel,s,loc,x,1.7239
/com, nsel,r ,loc,y,O,240,120
/com, m，려l ，ux"’uy
m,303,ux,337,3,uy
m,1003,ux,1037,3,uy
m,1803,ux,1837,3,uy
m,24,ux,2224,l50,uy
m,9,ux,2209,150,uy
m,15,ux,2215,150,uy
nsel,al1
nummrg,node,le-8
numcmp,elem
wsort,Z
wfront
save
finish
/solu
antype,moda1
modopt,reduc,50
nsel,all
d,4O,all",2190,50
d,39,UZ",2189,50
d,38,uz ,,,2188,50
d,37,UZ,,,2187,50
d,15003,ux" ,15037,1,uy,uz
d，l50많，ux，，，15087，l，uy，uZ

d,15103,ux",15137,l ,uy,uz
d,15153,ux",15176,1,u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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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182,ux,,,15187,1,uy,uz
d,15203,ux,,,15226,1,uy,uz
d,15232,ux",15237,1,uy,uz
d,15253,ux",15276,1,uy,uZ
d,15282,ux",15287,1,uy,uz
d，15303，ux’，， 1닮37， 1 ，uy，uz

d， l많53，ux"，l않87，1 ，uy，uz

d，15403，ux"，1닮37，1，uy，uZ

d，1않53，ux，，，l많87，l ，uy，uz

d,15503,ux",l5537,1,uy,uz
d，1닮53，ux"，l많였7，1 ，uy，uz

d， l많삐i3，ux"，1닮37，1，uy，uz

d， l5653，ux"，l많끓7，l ，uy，uz

d,l5703,ux",15737,1,uy,UZ
d,15753,ux",15787,l ,uy,uz
d， l잖예i3 ，ux"，1않3τl ，uy，uz

d，l5않3，ux"，1많였7，1 ，uy，uz

d,15903,ux",15926,l ,uy,UZ
d,15932,ux,,,15937,1,uy,uz
d，15앞i3，ux"，15976， l ，uy，uz

d,15982,ux",15987,1,uy,uz
d,l6003,ux",l6037,1,uy,uz
d，l60않，ux"，lfJJ87，l ，uy，uz

d,16103,ux",16137,1,uy,uZ
d,16153,ux ll,16187,l ,uy,uz
d,16203,ux",16237,l ,uy,uz
d，16껑3，uxll ，16287，1 ，uy，uz

d， 16303，ux"，1않37，l ，uy，uz

d，16353，ux，，，1잃87，l ，uy，uz

d，16403，ux"， 1없37，1，uy，uz

d，16짧3，ux"，16487，1，uy，uz

d,16503,ux",16537,1,uy,uz
d，16많)3，ux"，16587，l ，uy，uz

d,l6603,ux’,,16626,1,uy,uz
d,l6632,ux",16637,1,uy,uZ
d，16많3，ux"，16676 ，1 ，uy ，uz

d，16682 ，ux"，1당월7，1 ，uy ，uz

d,16703,ux…l6726,l ,uy,uz
d,l6732,ux",16737,1,uy,uz
d,16753,ux",16787,1,uy,uz
d，l앉ID3 ，ux"，l6837，l ，u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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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6853，ux"，l앉였7，1 ，uy，uz

d,16903,ux",16937,1,uy,uz
d,16953,ux",16987,1,uy,uz
d,17003,ux",17037,1,uy,uz
d，17α>3，ux"，17087 ，1 ，uy ，tiZ

d,17103,ux",17137,1,uy,UZ

d,17153,ux",17187,1,UY,liZ
/out,bound
dlist
nsel,all
solve
finish
/solu
expass,on
mxpand,50
solve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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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300단어 내외 ~

원자로 내부룰 흩르는 냉각수에 의한 유체유발잔동 이나 운천시간의 경과

에 따른 경년열화 현상에 의해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체결혁이 저하되기도 하

며， 체결부품틀이 이탈되어 노섬유로를 차단할 뿐반 아니라 타 기기에 손상율

주기도 한다. 따라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잡음

해석기술은 필수척이다.

본 연구의 몹척은 원자로 내부구조불의 결함， 륙히 CSB(core support
barrel) 및 TS(thermal shield)의 체결력 처하 및 핵연료 집합체의 지지조건

변화에 관한 진단기숨 및 진단 셔스템의 개발에 있다. 이률 위하여 l차년도에

서는 원자로 잡읍율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분석기업율 혜시하였으며，

이흘 토대로 울진 l호기의 노외 중성자 잡음 및 가숙도 신호률 채취， 분석하

여 내부구조불의 진동특성울 구하였다. 그러고 신호 분석율 통해 구한 진동륙

생올 울진 1호기의 prototype인 Tricastin 1호기 (Framatome)의 진통륙성과 비

교 검토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내부구조불의 결함의 진단에 훨요한 여러가지

정보나 사실률의 연관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IF-THEN rule율 이용한 간이

expert system울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신호수집 및 분석의 자동화률 위

한 PC용 소프트웨어을 개발하였다. 또한 결합에 따른 중상율 파악하기 위해

옳진 1호기의 내부구조불율 FEM 모델렁하고. 인위척 결함상태률 모사하였다.

그려고 내부구조물 진동륙성의 운전시간의 중가에 따른 경향율 파악하기 위해

옳진1호기률 대상으로 l년간의 진통륙생율 관찰하였다.

주제명 키워드(1 0단어 내외 ) 원자로 내부구조불， 결함진단， 옳친 l호기

CSB 진흥모우드， 노외 충성자 잡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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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방1t impact other equipments and components or cause flow blockage.
Since these malfunctions and potential failures change reactor noise
signal ,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actor noise signal for early fault
diagnosis In the point 。f vie \\, 。f safety and plant economics
π、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abl ish faul t diagnostic

techniques for reactor internals , particularly CSB(core support barrel)
and TS( thermal shield) , and to develop a data acquisi tion 뻐d signal
processing software system. In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an
analysis technique for the reactor internal vibration using the reactor
noise was pr。φsed. With the technique proposed and the reacto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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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lchin-l reactor internals were obtain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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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acteristics of reactor internals is also observed during one fuel
cycle to know the effect of boro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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