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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1.

원전 안전계통 기기의 감시검사진단평가 신기술 개발․ ․ ․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NSSS∙

원전기기 온라인 감시 및 평가 신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

원전기기 안전 검사 및 평가 시스템 성능시험∙

원전 케이블의 노후화 평가기술 고도화∙

연구결과2.

가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 N SSS

원자로 증기 발생기 충격 해석 모델 개발 및 충격거동 해석 결과 검증 시험,∙

충격 크기 속도별 동적 응답 구축 및 구조건전성 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D B∙

원자로 내부 구조물 상태 진단용 구축 및 개발DB S/W∙

나 원전기기 온라인 감시 및 평가 신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

시간역전기법을 활용하여 미약한 원거리 결함신호의 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S/N∙

결함신호 정밀화 기법을 개발하였음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경 인치 스테인리스 스틸 직선배관의 시편에서2∙

원거리 약 에 위치한 결함의 신호를 취득하고 분석하는데 성공하였음( 20M )

다 원전기기 안전 검사 및 평가 시스템 성능시험.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감시 및 진단 시스템 의 감시 진단 신호를 대상(LPM S / )∙

원자로 헤드 검사 기술 개발 육안 검사 영상의 재구성을 위한 모자이크 기술( ,∙

실시간 재구성을 위한 병렬 시스템 구축 및 구현Z igbee protoco l )

라 원전 케이블의 노후화 평가기술 고도화.

산화방지제 첨가한 배합재료의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에 따른 물성 평가∙

∙케이블 수명평가 시험조건과 임계특성의 표준 및 에 준함: (IEEE383 ISO IEC )

색 인 어
각 개 이상( 5 )

한 글 원자력 기기 건전성 검사 감시 진단 케이블, , , , , ,

영 어 Nuclear, Component, Integrity, Inspection, Monitoring,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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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 기기 건전성 검사 진단 기술 개발I. : NSSS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II.

◦현재 국내에는 고리 호기 등 가동중 원전의 사용년수 증가에 따른 종합적이1

며 체계적인 수명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안전계통 기기

의 건전성 감시 검사 진단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최종목표를 두고 있• • •

으며 이 기술들은 원전 안전등급 기기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

기 위한 것으로서 원전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간 원전은

기술적 보수성과 인증 비용으로 인하여 첨단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였으나 최

근 일반 산업에서 검증된 신기술을 접목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고도의 신기술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음.

◦원자로계통 구조건전성 감시시스템 (NIMS: NSSS Integrity Monitoring

은 최근 들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의 국System) ,

산화 및 감시 진단 기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

정임 의 감시 및 진단기술은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원자력 발전소. NIMS

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경우 아직까지 전량 수입,

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의 정비 보수 및 진단 핵심기술은 아직도 선진. NIMS

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문제의 발생 시에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전체 시스템의 종합적인 국산화 개발이 필요함.

◦원전 배관에 대한 구조 건전성 정보는 현재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에만 오프

라인으로 취득하고 있는 실정임 년 일본 미하마 원전의 배관 파열 사고. 2004

는 직관부의 감육으로 인한 사고로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만으로는 결함ISI

부위를 찾아내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상시 감시.

가 아닌 주기적 감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동 기기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고 따라서 사고의 대비가 어

려운 실정임 일본 쓰루가 원전 하마오까 원전의 배관 사고 등 이와 같은( , ).

기존의 방식 등 을 보완하고 또한 차세대 원전과 같은 새로운 기기의 유지(ISI )

보수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감시 를 통하여(On-lin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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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부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온라인 감시 기법이 필요함.

◦격납용기 내부의 케이블은 미국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전기적IEEE ,

물리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운전 기간 및,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발생하는 열 및 방사선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국내 원전 케이블의 노화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고리 호기 및 월성. 1, 2 1

호기의 경우 설계수명에 도래하여 수명연장 차원에서의 안전성평가가 기술적,

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 원전 케이블의 수명평가 및 노화관리는 주로 육,

안검사와 해외연구 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국내 원전별 현장상황과는 상이

한 부분이 많아 원전 케이블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III.

본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원전 안전계통 기기의 건전성 감시검사진단평가 기․ ․ ․
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 기술에.

대하여 년부터 년까지 제 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2005 2006 2 .

기기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1. NSSS

∙ 금속파편 충격에 의한 구조건전성 해석 모델 개발 및 평가 기술개발
∙ 원자로내부구조물 동특성 시험용 모형 개발 검증 시험 및 개발, S/W

원전기기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개발2.

∙ 직선배관의 원거리 결함 탐지 성능 시험
∙ 곡선배관의 원거리 결함 탐지 성능 시험
∙ 결함신호 정밀화 기술 연구
∙ 원거리 배관 감시 장치 하드웨어 개선

원전기기 안전 검사 및 평가 신기술 개발3.

∙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검사 시스템 구현 및 성능 평가
∙ 원전기기 검사 기술 및 탐상기 구현 노즐(VHP )

원전 케이블의 수명평가 및 노후화 진단기술 개발4.



- 5 -

∙ 산화방지제 선정 및 가속열화시험
∙ 산화방지특성을 이용한 케이블의 열화 평가 기술 개발
∙ 원전케이블의 비파괴적 평가 기술 개발
∙ 동적특성을 이용한 열화진단 기술 개발

연구 개발 결과IV.

원전 주요 기기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기술 중 일반 산업체

에서 투자하기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네가지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

며 이론적 해석과 실증적 실험을 병행하여 과제가 운용되었다 각각의 세부 연.

구 목표에 대한 연구 개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A. NSSS

∙ 원자로 증기 발생기 충격 해석 모델 개발 및 충격거동 해석 결과 검증,

시험

∙ 충격 크기 속도별 동적 응답 구축 및 구조건전성 영향 평가 방법론, DB

개발

∙ 원자로 내부 구조물 상태 진단용 구축 및 개발DB S/W

원전기기 온라인 감시 및 평가 신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B.

∙ 시간역전기법을 활용하여 미약한 원거리 결함신호의 비를 향상시킬S/N

수 있는 결함신호 정밀화 기법을 개발하였음

∙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경 인치 스테인리스 스틸 직선배관의 시편에2

서 원거리 약 에 위치한 결함의 신호를 취득하고 분석하는데 성공( 20M)

하였음

원전기기 안전 검사 및 평가 시스템 성능시험C.

∙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감시 및 진단 시스템 의 감시 진단 신호를(LPMS /

대상)

∙ 원자로 헤드 검사 기술 개발 육안 검사 영상의 재구성을 위한 모자이크(

기술 실시간 재구성을 위한 병렬 시스템 구축 및 구현, Zigbee protocol )

원전 케이블의 노후화 평가기술 고도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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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방지제 첨가한 배합재료의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에 따른 물성 평가
∙ 케이블 수명평가 시험조건과 임계특성의 표준 및 에 준: (IEEE383 ISO IEC

함)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분야IV.

상기와 같이 단계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본 과제에서 다루는 원전 기기 건전성2

에 관련된 기술들은 일차적으로 국내외 원전 기기에 활용된다 즉 국산화. , NIMS ,

온라인 감시를 통한 가동중 검사 대체 원전 주요기기의 원격검사 노후된 원전, ,

케이블의 잔여 수명 평가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획득된 요소기술의 파급 효과 매우 크며 난이도가 높은 원,

전 기기를 대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으므로 기타 일반 산업 기기의 건전성 검사

진단 평가에 널리 응용될 수 있다.

∙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금속파편 충격 신호 진단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의 성능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원자로 내부구조물 종합LPMS ,

진단 및 평가 기술은 성능 향상 및 원자로계통의 이상상태 발생 시 내IVMS

부구조물 상태 진단에 활용된다.

∙ 관형 구조물에 대한 연속 감시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광범위한 원전

기기 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탐상할 수 있고 다른 산업설비의 배관과 세관

을 탐색하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음 적용 가능한 대상은 원자력발전소배관. ,

가스공사배관 도시가스의 배관 지하매설배관 교량 통과배관 노출배관, , , , , PE

코팅배관 배관 중화학플랜트배관 등 임, PE ,

∙ 네트워크 기반 원격 검사 및 평가 기술은 원전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배관과, ,

같은 위험성이 도사리는 검사 작업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기타 산업 분야,

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 원자로 용기 원격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동중 검사를 원격검사로 대치할 수 있으며 국소기기 초소형 검사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로 헤드 관통부 노즐의 결함 탐지기로 활용할 수 있음.

∙ 원전 케이블의 건전성 평가기술은 원자력 기기 성능검증의 기술지원과 원전

의 수명관리 및 연장의 요소기술로 연계지원 된다.

∙ 안전계통 기기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기술은 현재 수행중인 신형원

자로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음 일체형 원자로의 안전계통 기기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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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건전성 진단을 위한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액체금속로

나 고온가스로의 안전계통 기기의 감시 및 진단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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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 Inspection and Diagnosis Technology for the NSSS

Components Integrit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ocial interests in a synthetic lifetime management has also increased, as

the age of the Korean nuclear power plants increases. This project aims at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for a monitoring, inspection, diagnosis

and evaluation of safety related components in nuclear power plants. These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detect the defects in the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o prepare thoroughly against accidents.

The conventional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has been used in the

fields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t only has a function for indicating

the occurrence of abnormal faults. For a safer and quicker management

against unexpected accidents,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overall

technologies including the diagnosis functions is especially needed.

Currently performed ISI (in-service inspection) has a limit in finding out

the flaws embedded in the pipe materials, as shown in the pipe rupture

accident in Mihama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in 2004. In order to

compliment the conventional in-service inspection and to maintain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s effectively, on-line monitoring technology

should be necessary to acquire the information for the abnormal components

during plant operation.

If the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NPP components can be remotely

operated outside of the plant through the internet, rather than at the site of

nuclear power plants, it would be more economical and conven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network based inspection system, a series of

technologie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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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e cables used in the containment of the nuclear power plant

should meet the electric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specified in IEEE

standards, and should endure the heat and radiation during a normal operation

and the design basis accidents. However, the life time estimation and aging

management of the cables in our nuclear power plants have entirely depended

on the foreign research data, which is not applicable to our cables. Thus our

own research program on cable degradation is extremely necessar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ment a new technology for a

monitoring, inspection, 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integrity of the safety

related components in nuclear power plants. We performed the 2st stage of

the study on the four aforementioned issues during the period of 2005 - 2006.

1. Integrity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diagnosis technique for NSSS equipment

• development of analytic model for structure integrity and evaluation

technique

• mock-up development of reactor internal structures, verification

experiments, and development of S/W

2. Online monitoring of the integrity of components

• long-range inspection in straight pipes

• long-range inpection in a curved pipe

• focusing of ultrasonic guided waves

3. Development of remote inspection technique based on networks

• development of remote inspection system

• development of visual inspection system for atomic reactor head

4. Evaluation technology of cable integrity

• development of diagnosis technology of aged cable in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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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ment of diagnosis technology of aged cable in NPP

IV. Results of the Research

This project aimed at four subjects among various topics to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major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Most of the

subjects were started earlier or simultaneously with the advanced countries,

so that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a creative manner and through both

analysis and experiments. The following describes the research results of

each subject.

A. Integrity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diagnosis technique for NSSS equipment

• Impact analytic model of the reactor and steam generator was

developed, and the analytic result of their impact behavior was

experimentally verified.

• Dynamic response database of the components according to impact

magnitude and speeds was established, and evaluation methodology of

structural integrity effects was developed.

• Development of database and softwares for reactor internal diagnosis

B. On-line monitoring of the NPP components

• Tuning technology based on time reversal technique was developed to

improve S/N ratio of weak signal of the long range defect response.

• The defect signal on stainless steel straight pipes with 20 meters in

length and 2 inches in diameter were remotely detected and successfully

analysed.

C. New technology for the safety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the NPP

components

• Remote monitoring and diagnosis system based on the networks was

developed for application of the advanced L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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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inspection system for atomic reactor head peneration was•

developed by using image mosaic technique, high speed parallel

computer processing, and Zigbee wireless network technology.

D. Lifetime estimation and degradation diagnosis of NPP cables

• Evaluation of the anti-oxidation cable material property during a

radiation and heat accelerated degradation

• Lifetime estimation of the cables according to the IEEE 383 test

condition and standard ISO and IEC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project are mostly applied to the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The applications include localization of

the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replacement of an in-service

inspection by an on-line monitoring, remote inspection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plants, lifetime estimation of the degraded plant cables, and

so on.

Elemental technologies obtained through the project can have great ripple

effects in general industry, and can be applied to the inspection and diagnosis

of the components in other industries.

• Loose part impact signal analysis software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the conventional LPMS,

and the reactor internal diagnos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enhance the

IVMS performance.

• By using the continuous monitoring technology on circular components,

many defects in the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can be promptly

detected, and it could be applied to various pipes in other industries. The

application targets are the pipes in nuclear power plants, the natural gas

pipes, underground pipes, the pipes along the bridge, polyethylene pipes,

the pipes in heavy and chemical plants, and so on.

• Network based remote inspec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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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angerous components such as a reactor, steam generator and pipes as

well as similar components in the other industries. Various inspections

such as the reactor vessel weld inspection can be remotely performed.

Micro inspection technology can be utilized for the reactor head penetration

inspection.

• Plant cable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is used as an elemental

technique for an equipment's qualification and its lifetime management and

extension.

•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generally utilized for the

inspection and diagnosis of new reactors such as a gas cooled high

temperature reactor or a liquid metal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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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과제의 개요1

제 절 연구개발 필요성1

연구개발의 기술적 중요성1.

◦원전기기의 건전성 검사 진단 기술은 원전 안전등급 기기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로서 원전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

구됨 그간 원전은 기술적 보수성과 인증 비용으로 인하여 첨단 기술을 도입.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일반 산업에서 검증된 신기술을 접목하여 원전의 안전

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도의 신기술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음.

◦원자로계통 구조건전성 감시시스템 (NIMS: NSSS Integrity Monitoring

은 최근 들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의 국System) ,

산화 및 감시 진단 기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

정임 의 감시 및 진단기술은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원자력 발전소. NIMS

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경우 아직까지 전량 수입,

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의 정비 보수 및 진단 핵심기술은 아직도 선진. NIMS

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문제의 발생 시에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전체 시스템의 종합적인 국산화 개발이 필요함.

◦원전 배관에 대한 구조 건전성 정보는 현재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에만 오프

라인으로 취득하고 있는 실정임 년 일본 미하마 원전의 배관 파열 사고. 2004

는 직관부의 감육으로 인한 사고로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만으로는 결함ISI

부위를 찾아내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상시 감시.

가 아닌 주기적 감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동 기기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고 따라서 사고의 대비가 어

려운 실정임 일본 쓰루가 원전 하마오까 원전의 배관 사고 등 이와 같은( , ).

기존의 방식 등 을 보완하고 또한 차세대 원전과 같은 새로운 기기의 유(ISI )

지보수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감시 를 통하(On-line Monitoring)

여 이상부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온라인 감시 기법이 필요함.

◦현재 원자력발전소 기 운전과 함께 원자력 기술 강국 에 진입하는 상황20 G5

에서 안전성 기술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함 특히 격납용기 내부의 케이블은.

미국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전기적 물리적 특성을 만족하여IEEE ,

야 하며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운전 기간 및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발생하는 열 및 방사선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국내 원전 케이블의

노화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고리 호기 및 월성 호기의 경우 설계수. 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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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도래하여 수명연장 차원에서의 안전성평가가 기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나 현재 원전 케이블의 수명평가 및 노화관리는 주로 육안검사와 해외연구,

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국내 원전별 현장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원

전 케이블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연구개발의 경제 산업적 중요성2. ·

◦원전 핵증기 공급계통 기기의 건전성에 대한 온라인 감시 및 진단 기술을 순

수 독자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기기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의 기술수출도 가능함 그리고 국내의 화학플랜트 등에 대한 온라인.

상태감시 및 진단 분야에 활용이 가능함.

◦배관 또는 세관은 원전 기기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며 원전의 가동 중에 예

기치 못한 배관의 파단이 일어날 경우 가동의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오염과 재난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

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 고리 호기의 계속운전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 건1

설될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현재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정될 것으로

전망됨 케이블 건전성 평가기술의 국산화는 외국 용역비용 절감과 함께 원자.

력발전소의 수명관리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원전 운영의 경제성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 케이블 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누. ,

전 등의 사고는 국부적 전원공급 상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전정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케이블 건전성 평가기술은 원전 이용율 향상에도 기여함.

연구개발의 사회 문화적 중요성3. ·

◦현재 국내에는 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년까지 약 여기의 원전이20 2020 20

추가로 건설 예정인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중요도는

매우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리 호기 등 가동중 원전의 사용년수 증가에 따, 1

른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수명관리 대책이 필요함.

◦온라인 감시 기술은 원전의 수명기간 동안 구조건전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감시 진단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전의 안전성 제고는,

물론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원전이 노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검사와 위험한 작업도 많이 요구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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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이용한 검사와 진단이 요구되고 있음 원전 주요 기기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원전 밖의 안전한 지역에서 원격으로 수행하게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관계자들이 모두 공유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한 검사 수행을 가능케 함.

◦케이블 수명 및 노후화를 정량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의 기,

술력 증진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

제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

본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원전 안전계통 기기의 건전성 감시 검사 진단 평• • •

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 기.

술에 대하여 년부터 년까지 제 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2005 2006 2 .

기기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1. NSSS

금속파편 충격에 의한 구조건전성 해석 모델 개발 및 평가 기술개발∙
원자로내부구조물 동특성 시험용 모형 개발 검증 시험 및 개발, S/W∙

원전기기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개발2.

직선배관의 원거리 결함 탐지 성능 시험∙
곡선배관의 원거리 결함 탐지 성능 시험∙
결함신호 정밀화 기술 연구∙
원거리 배관 감시 장치 하드웨어 개선∙

원전기기 안전 검사 및 평가 신기술 개발3.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검사 시스템 구현 및 성능 평가∙
원전기기 검사 기술 및 탐상기 구현 노즐(VHP )∙

원전 케이블의 수명평가 및 노후화 진단기술 개발4.

산화방지제 선정 및 가속열화시험∙
산화방지특성을 이용한 케이블의 열화 평가 기술 개발∙
원전케이블의 비파괴적 평가 기술 개발∙
동적특성을 이용한 열화진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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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2 •

제 절 기기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1 NSSS

원자로 일차계통 은 결함 발생 시 방사능(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물질의 외부 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상태감시,

가 매우 중요하다 의 구조건전성 감시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 NSSS

로계통 구조건전성 감시계통 을 설(NIMS: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치 운용하고 있다 이들 감시계통은 음향 누설 감시계통 금속파편 감시, . (ALMS),

계통 원자로 내부 구조물 감시계통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LPMS), (IVMS)

감시계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금속파편감시계통은 일차계(RCP-VMS) .

통 유로에서 금속파편의 발생 유무 및 그 크기를 감시한다 그리고 원자로 내부.

구조물 감시계통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이상 진동을 감시한다.

금속파편 감시 시스템의 경우 국내에서는 고리 호기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하여, 3

지금은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년에 간이 시험시설을 이용한 금속파편 신호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1996

년에 영광 호기를 대상으로 하여 간이 분석용 시스템을 국산화 개발[2.1], 1998 3

한 바 있다 또한 년 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할 수. 2001 4

있는 간이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에 기기를 수출한 바 있다 그러나LPMS IAEA .

이들 시스템들은 신호 진단기술에 대한 인식부족 및 조기 사고예방에 대한 개념

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전소 운전 시 이상신호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

템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는 충격신호의. LPMS

발생 시 운전자 혹은 관련 기술자에게 경보를 알리는 수준이고 정확한 분석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 분석을 함으로써 진단시간이 상당히 길어 효

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일부 원전 영광 호기 에서도( 1&2 )

금속파편 충격신호의 감시계통을 위한 하드웨어 장치는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으

로 교체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진단 알고리즘 및 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은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즉 현재까지. ,

국내에서 개발한 용 진단 알고리즘은 제한적인 현장LPMS 시험 데이터를 이용한

고전적인 시간영역 위주의 기법만을 이용하고 있다 즉 필수적인 이론인 위치. ,

및 질량추정 방법에 있어 비정상상태 신호분석이론에 근거한 기법을 적용하지

않아 여전히 분석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되므로 근본적으로 신

뢰도에 문제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분석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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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으로 첨단 디지털 신호분석기법을 이용하고 구조물내부의 음파현상에 대한,

지식을 심도 있게 접목하여 보다 객관화된 분석기법의 지속적인 개발이 절실하

다 한편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년 월 영광 호기 금속 파편이 발생한 이. , 1997 11 2

후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 발전소에 금속파편에 관한 운

영절차서를 강화하고 금속 파편시스템이 노후화된 발전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

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진단알고리즘의 강화를 권,

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존의 감시기술은 국내의 실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LPMS ,

원전 감시계통으로 인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두 종류의 다른 감시계통이 현재 발전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즉 계열의 감시계통은 이고 계열. , 900 MW DEVIANT , 1300 MW

은 가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라는 디지털 금속파편 감시SDECE . PSAD

계통을 개발하여 감시 진단기능을 보강해 놓고 있다 독일에서는 라는 금/ . KÜS 95

속파편 감시 계통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개 발전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44 ,

다 의 장점으로는 진단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실제 금속파편 신호[2.2]. KÜS 95 ,

의 발생 시에 논리를 이용하여 의 상승시간 및 하강시간 최대 크기Fuzzy Event

등을 시켜서 실제 금속파편 신호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별할pattern matching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를 거친 후 경보를 발생함으로써 거짓경보의 횟수.

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충격 위치 및 충격 질량 추정기법을 시설. mock-up

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 감시 기술의 경우 국내에서는 년도에 이르러 체계, 1990

적인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원자로구조 검사실에서는 한전기.

술원과의 공동으로 울진 호기의 내부구조물 감시계통에 시스템구성을 수행하여1

을 개발하였다 이RIVMOS(Reactor Internals Vibration Monitoring System) [2.3].

를 울진 호기에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국제회의1

에 발표하였다 또 진동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감시계통으로부터(SMORN VII) [2.4].

나오는 잡음신호와 구조물의 진동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기술을 정립하

고 울진 호기의 내부구조물 진동특성을 밝혀내었으며 결함을 진단할 수 있는1 ,

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그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과기부가 주PC [2.5].

관하는 원자력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원자로 잡음을 이용한 결함진단 기술개‘

발 과제를 수행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 감시를 위한 신호분석 기법을 체계화하’

였으며 국내외 한국 및 독일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 )‧
라는 휴대용 원자로잡음신호분석 시스RENAS(Reactor Noise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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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개발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진단기능이[2.6].

탑재된 국산 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영광 호기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용되IVMS , 2 ,

고 있다 원자로내부구조물 감시계통의 신호분석 기법에 대한 국내기술수준[2.7].

은 이제 선진국에 가까이 다가선 상태라 할 수 있으나 결함증상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상세 진단을 위한 전문가 판단기준 설정 등과 같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신호처리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물리적인 설명이나 기준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판독할 수 있는 능,

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즉 현장 설비의 운영경험 부족 원자로 잡음. ,

분석기술에 필수적인 결함사례 및 결함증상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등

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동 분야의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진.

국의 경우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진동감시기술이 년도 후반부터 매우, 1970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원자로 잡음해석을 토대로 하여 중성자속, (neutron flux)

의 잡음을 이용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분석 및 이상 진단 기술을 개발하였

다 미국의 경우 와[2.8].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ORNL(Oak

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원자로 잡음해석과 관련한Ridge National Laboratory)

연구활동이 꾸준히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2.9][2.10] 근래에는 기기 공급자 측과

함께 연속감시 및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는. Westinghouse

년에1988 ADPMS (Advanced Diagnostic and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

을 개발하여 일부 발전소에 운용하고 있으며 년에는, 1992 RICMS (Reactor

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Internals and Core Support Monitoring System)

있다 독일의 경우. GRS (Gesellschaft fuer Reaktorsicherheit)와 공대를Hannover

중심으로 원자로 잡음해석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래에는[2.11] [2.12],

을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 미국과 마찬가Neural Network [2.13].

지로 등과 함께 자동화에 노력하여 년에Siemens/KWU 1986 S S (InternalŨ
를 개발하여 원전설비에 장착하였으며 계속 개선Vibration Monitoring System)

중에 있다 프랑스는 와 사를 중심으로 원자로 잡음해석과 관련하. Edf Framatome

여 가장 다양한 감시계통 및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국가이다 특[2.14][2.15].

히 는 현재 개의Edf 54 및900MW 1300MW 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원자PWR

로 잡음감시계통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

캐나다와 일본 역시 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원자로 계통의 각종 잡음IVMS /

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내부구조물의 결함 감시 및 상태 진단을 꾸준히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술은 노외중성자 신호만을 이용한 원자[2.16][2.17].

로내 노심지지구조물의 체결력 변화에 의한 정성적인 진동상태 감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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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심지지구조물의 체결력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판정기준을 설정하기 위

하여 결함증상에 대한 해석모델 개발 및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

며 노외중성자 이외에 노내중성자 및 가속도 신호를 모두 이용하여 핵연료집합,

체를 포함한 진동상태 감시 및 진단 기능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 감시 및 진단 기술의 경우 감시기법의 국내기술수준은,

거의 선진국수준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가 설치되어 있. IVMS

지 않은 곳이 다수 있으며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상태 발생시 결함판정,

기준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분야 상.

태감시기술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이 선진국대비 약 수준에90%

는 육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함상태 발생시 전문적인 진단기술은 선진.

국 대비 약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50% .

금속파편 감시 및 진단 기술의 경우 국외에서는 독일의 미국의 노, KWU, GRS

스캐롤라이나 테네시 공대 등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

서도 최근에 이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히

좁혀 왔다 금속파편 신호 발생시 신호대 잡음비의 증가를 위한 배경잡음 감소분.

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약 수준이라고 볼수 있으며 위치추정기법 분야에서60% ,

는 약 질량 및 에너지 추정분야의 경우 약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90%, 70%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배경잡음 감소 및 질량추정 기법 그리.

고 충격신호에 의한 구조물의 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

고 있으며 첨단 신호처리 및 분석 기술을 이용한 진단기술의 개선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고전적인 기법을 이용한 현재의 기술개발성과에.

안주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기술개발동향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

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절 온라인 감시 기술2

국내 원전의 수가 늘어나고 또한 가동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 주요 기기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함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우려가매우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우려를해소하고원전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건전성을 저하 시킬 수 있는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하고이를정확하게평가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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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기적인 가동중검사 와(In-Service Inspection; ISI)

온라인모니터링 을 통한 운전중 감시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on-line monitoring) .

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원전 주요 기기의 열화 및 노후화 감지를 위하여 비파괴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시와 검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괴역학적,

관점에서의 수명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검사는 수명관리의 첫 단계이며. ,

그이후이어지는모든수명관리활동에대한기본자료를제공하는핵심과정이기때문에

그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원전 기기 부품의 신뢰성 확보는 원전 기기 안전성 확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 상에서 수행되어지고 있으나 가동중지는 즉,

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뿐만이 아니라 건전성 확보의 시기를 놓친 원전 기기.

부품은 큰 인적 손실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전 기기 부품의

온라인 연속 감시는 필수적이다 원전 주요기기에 결함을 검출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검사 기법 중 하나가 초음파 탐상시험이다 일반적인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는 시험대상체가 결정되면 종파속도 횡파속도 표면파 속도가 결정되고 수, , ,

신된 초음파의 도달 시간과 크기로부터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반.

적인 초음파 탐상시험은 검사범위가 한정적이어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수많은

탐촉자를 이용하거나 탐촉자의 위치를 움직이며 초음파 탐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따라서 원전기기 부품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초음파 탐촉자를 움직이지 않고

넓은 범위를 검사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피검체의 형상을 따라 원거리를 진행할 수 있는

유도초음파 를 이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위한(Ultrasonic Guided Wave)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도초음파는 배관등과 같이 초음파의 한두 파장정도.

의 두께를 갖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따라 종파와 횡파가 벽면 사이를 반복적으

로 반사하여 중첩되면서 형성되어 배관 등의 길이 방향으로 전파하며 전 두께를 통하,

여 진행하는 복합된 진동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외부로 손실되는 것이 아주

적어 광범위 장거리 비파괴 탐상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유도초음파는 재료의 물성과( ) .

두께에 따라 길이 방향으로 파동의 위상속도가 다른 다양한 모드 가 발생되고(Mode) ,

각 모드의 진동수와 파유도체의 두께에 따라 전파속도가 변화하는 분산(Dispersion)

특성을 가지 있기 때문에 속도와 전파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모드가 동시에 수신되어,

신호해석과 모드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장거리 비파괴탐상에 효율.

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도 초음파는 아직까지 원전 부품의 온라인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을. ,

분석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전 부품의 결함 검출을 위한 최적의 유도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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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건 설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중장기 전 단계의 연구에서 유도초음.

파를 이용한 장거리 비파괴 탐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 탐촉자법이 아닌

배열 초음파 탐촉자를 적용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바 있었다 그러나 배열 초음.

파 탐촉자를 이용한 유도초음파 탐상기술은 피검체 내부를 전파하는 유도초음파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 피검체내에 존재하는 결함에 전파 에너지의 집속을,

통한 결함 검출 확률 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본(Probability Of Detection: POD)

연구에서는 결함에 초음파 에너지가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배열 탐촉자의 시간지연을

설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원전 부품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분석 기술 배열 탐촉자 시간지연 설정 기술,

의 개발과 개발 기술의 적용을 위한 최적의 배열 유도초음파 탐상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Texas Research Institute/Austin(TRI/Austin)

공동으로 단열재아래의 부식 탐상 을 위한(Detection of corrosion under insulation)

유도초음파기법을 개발하여 미국해군의 항공모함 보일러실의 파이프를 신속하게 탐

상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으며 신뢰도향상을 위해 시스템과 압전소자를 이용한 센서

를 개발 중에 있다(angle beam sensor, comb type sensor) .

영국의 는 유도초음파를 이용하여 석유화학 플랜트의 배관을 검사하Imperial College

는 유도초음파 시스템을 자체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장거리,

배관을 신속히 탐상하고 유도초음파의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주파영역의 모드를

선택하고 있으며 유도초음파 해석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미국의 에서도 배관에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자기변형 센서SWRI

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장거(magnetostrictive sensor)

리 배관의 결함을 신속하게 탐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기법은 자성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에서 위상배열 초음파 탐촉자의 초음파 빔의 집속 성능 향상을Center for NDE

통해 향상을 위해 기법을 적용한 바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POD Time Reversal .

사용한 초음파가 종파 혹은 횡파로서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집속 성능 향상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프랑스의 에서는 기술이 구현되는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시스ESPCI Time Reversal

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장비를 이용한 향상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POD .

이들의 연구는 사용한 초음파가 종파 혹은 횡파로서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집속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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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연구는 수행된 바 없음.

국내의 경우￭
국내 최초로 성균관대학교 연구센터에서 유도초음파용 배관 를 구축하SAFE test bed

여 배관의 결함탐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험실용 장비를 구축하였다.

원자력중장기 과제의 일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와 성균관대에서 배열 유도초음파 검

사 장비의 시작품을 시작하여 제작 한 바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 연구수와 성균관대에.

서 배열 유도초음파의 집속을 위한 기법을 적용을 위한 초기 연구를Time Reversal

수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원전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작품.

으로 개발한 배열 유도초음파 검사 장비의 성능 개선 및 배관에서 효과적인 배열

유도초음파 집속 기법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다고 보인다.

제 절 네트워크 기반 원격 검사 기술 개발3

년대 후반부터 미국 독일 헝가리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원전기기 검1990 , , ,

사와 평가 분야에 네트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는 기기 고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 현재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발전EPRI

소 감시 시스템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법(Data Processing)

에 대해 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해 오고 있으며 미국2004 , INL, ORNL, QualTech

사에서는 원전의 주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적인 원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에서는 발전소의 감시 진단 시스템에서 제Siemens AG Power Generation /

공되는 정보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에 전송하고 전문가에게Control Room

제공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전소 현장 적용 중에 있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원자력연구원 에서는 원전의 에 온라인KFKI ( ) Emergency Center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에서는 발전소에 누수 탐지를 온라인으로 감시하기 위한 개선된 시스NRC PWR

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이 외에도 핵물질 상태 원격 감시 시스,

템 원자로 수질 원격 관리 시스템 원전기기 검사 이미지 원격 처리 시스템 미, , (

국 등 원전의 전 분야에 걸쳐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되어 모든 감시 진단, IRIS) /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데이터의 원격 접속 및 상태.

진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발 사례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서는 라는 핵자료 관리용 소프트웨어를OECD Nuclear Energy Agency JANIS

개발하였다 핵자료에는 방사능 물질과 원전 연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원자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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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자료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면서도 이 자료를 이용하.

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한다.

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 데이터나 그래JANIS

픽 처리 등으로 핵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바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이 시스템은 핵 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이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웹 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있다.

이 시스템의 모체가 되는 로 제작된 라는 프로그램이Borland C++ JEF-PC 1990

년대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와,

관련한 유연성과 서로 다른 운영체계에서의 사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에서는 년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핵 자료를 관리하고 이NEA 1993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웹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는 의 문제점을 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한 시스템인 것이JANIS JEF-PC

다.

의 경우 클라이언트인 사용자의 컴퓨터는 인터넷과 웹 환경만 설치하면JANIS

된다 모든 응용처리 프로그램은 웹서버에 구성되어있으며 사용자는 이 웹서버. ,

에 웹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응용처리를 요구하면 된다 클라이언트쪽 사용자는.

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의 모든 요구는 웹서NEA ,

버에서 직접 처리한다.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에서는 이라는 핵물질 저Oak Ridge Y-12 Plant GraFic

장 용기 내의 핵 물질에 대한 상태 실시간 파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는 와 를 위하여 맨해튼 프로Y-12 Plant uranium isotope electromagnetic process

젝트의 일환으로 년에 건설되었으나 차 대전 이후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1943 , 2

핵무기와 핵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은 차 대전 후. GraFic 2

저장 장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되기 시Special Nuclear Mateiral (SNM)

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물질 저장 장치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상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하고 원격지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데GraFic GraFic

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는 이라는 방사능 환경 감KINS(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IERNet

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핵 관련 장치와. regional monitoring

의 로부터 를 측정한 후 중앙 감시 시스station external gamma ray exposure rate

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데이터 관리 및 감시 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위해 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방사능 환IERNet ,

경 감시 시스템과 중앙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방사능 감시 시,

스템을 원격지에서 제어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한 후 감시 시스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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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친숙한 환경으로 구축하며 클라,

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온라인 감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한다/ .

에 실시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MO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기 위한 팬널 보드를 구축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모

듈을 개발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에서는 의 방사능 환경 감시 기능을 개IERNet Regional Monitoring Station

선하고 과 사이의 구분을 위한 제, manmade radiation natural gamma radiation

어 로직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을 다시 간략히 살펴보면 여러 개의 에서, Regional Monitoring Station

수집된 방사능 관련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터넷 상의 사용자들이 웹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시스템으

로 요약할 수 있다.

년대부터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의 결함을 검사하고 보수하기 위한 다양한1980

검사 장치가 개발되어왔다 스웨덴 에서는 레일을 이용한 안내관 지지핀 검. TRC

사용 로봇을 개발하여 검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라는 로, oscar

봇을 투입하여 지지핀의 육안 검사를 실행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기공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제어봉 안

내관 지지핀의 검사 및 교체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레일등의 부.

수적인 장치를 설치하거나 육안에 의존한 검사로 운전원의 수작업을 단순히 원

격 매니퓰레이션으로 바꾼 정도의 개념이며 자동화의 의미는 다소 미흡하다 이.

와 함께 기존의 지지핀의 재료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합금에서 좀더X-750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교체되고 있다CW-316 .

제 절 케이블 건전성 평가 기술4

내방사선용 케이블은 열 및 방사선 환경에 노출되는 곳에서 사용되며 설계 제,

작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환경에 의해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전에 사용되는 격납용기 내부의 케이블은 미국. IEEE (Institute of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전기적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

물리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운전 기. ,

간 동안에 발생하는 열 및 방사선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설계기준사고,

중 케이블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원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원전에 설치된 케이블의 수명은 년으로 설계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용40 .

기 내에서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케이블류에 대해서는 년으로 되어 있는 발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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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수명 말기에 냉각재 손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방사선 케이블의 수명은 60

년 이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수명평가 기술은 년이므로 케. , 40 ,

이블 수명의 연장에 따른 새로운 수명평가 기술도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의 대용량화와 안전확보 시스템의 확충에 따라서 사용되는

케이블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기당 를 넘고 있다 한편 가동, 1 1,000km . ,

년수의 증가에 따라 신뢰성의 향상 안정성의 확보에 대해서 기술적 진보 개선, •

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바뀌고 있다또한 원, . ,

자력 발전소의 설계상 가정하고 있는 사고의 하나로서 냉각재 상실 사고 (Loss

이하 에 대해서도 안정 확보상의 중요 항목에 케이of Coolant Accident, LOCA)

블이 들어 있으며 품질인증의 기준화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규, . ,

격을 만족하는 내방사선용 케이블의 절연재료 개발과 모의시험이 필요하LOCA

다 한편 현재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 고리 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검증사. , 1

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되어질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현재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수명연장 기술의 주요한 항목으로.

는 원자로뿐만 아니라 전력 계측 제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등급의 케, , Class 1E

이블 재료도 또한 포함되고 있으며 원전 케이블의 내방사선 및 전기절연 특성강,

화를 통한 수명연장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외국의 경우1.

원자로를 구성하는 주요기기에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재료에 대한 열

화 평가 기술개발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수명연장을 위한 우선적 과제

로 인식되고 있다.

원자로의 통상운전시 원전 케이블 재료는 방사선과 열에 의한 복합열화를 장시

간에 걸쳐 경년열화가 일어난다 방사선과 열의 장시간에서의 재료에 대한 복합.

열화를 보다 정확하게 또한 단시간의 시험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복합열화거동의

조사 가속열화 시험법의 검토가 성행되고 있으며 최근 비파괴 열화 진단법에, ,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열화기구에 준한 가속열화 시험법으로는 미국의 및 과 프랑IEEE 323 IEEE 383

스의 등이 제정되고 있으며 열화평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의IEC-68, 2-2

주관NRC (Nuclear Regulatory Commision) Nuclear Plant Aging Research

Program (NPAR), Westinghouse Electric Equipment Degradation Assessment

주도의Program, IAEA Plant Studies on the management of NPP Ag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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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도의Plant Life, EPRI DOE Nuclear Plant Life Extension Program

등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NUPLEX) .

우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수명저하 가속요인 시편과 실제 재료간 열화의 차이, ,

점 등을 연구 및 여러 국제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열화 평가 기술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2.

현재 원전 케이블의 안전성 분석 검증 경년열화 성능 등에 관한 평가 관련 국, , ,

내법규로는 국내 원자력법 제 조의 원자력법 시행령 제 조의 원자23 3, 42 2, 3, 4,

력법 시행규칙 제 조의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시감시 진단법보19 2, 3 , ,

다 년 단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10 .

케이블 건전성 평가기술은 전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인력 시설 장비 기술수준 등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 , ,

다 최근 원자력 성능검증체계 구축사업으로 환경 하에서의 내환경 검증. LOCA

시험시설을 구축 중이며 검증기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케이블 열화평가는 인장시험을 통한 연신율 측정이 가장 보편적이며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신율 측정은 케이블 시편을 절취하여 시험하.

게 되므로 가동원전의 중단 및 시편확보를 위하여 케이블의 인위적 손상이 불가

피하여 가동중 케이블의 열화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파괴 진단 기술 및 감시,

장비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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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3 NSSS

제 절 금속파편 충격에 의한 구조건전성 해1 석 모델 개발 및 평가

기술개발

한국 표준형 원자로구조물은 매우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냉각수 주.

입 시 냉각수가 고열로 가열된 배관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열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열전달 완충 판이 그림 와 같이 최근 국내 영광 원전 호기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3.1.2 5 6‧
였다.

국외에서는 여러 차례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노심계통 및 증기발생기 하부에서 이상 금속파

편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금속파편에 의하여 전열관이 손상되어 냉각재가 누출될 수 있는 심각

한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므로 원전 계통구조물의 냉각제 유로를 따라 원전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금속파편으로 인한 이상신호는 초기에 발견하여야 하고 원자로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금속파편의 초기 발견을 위하여 실제 원전 계통구조물에 대하여 직접 시험을 수행하

거나 또는 동일형상의 구조물을 제작하여 서로 다른 금속파편의 질량을 계통구조물의 냉각수

유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시험을 수행하기란 매우 힘들며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예산과 시간

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한요소해석은 시험과 동일한 환경 및 조건에서 금속파편 및 이물질에 의한 계통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금속파편의 충격에 의한 전파거동을 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원자로구조물 전체를 모델링함으로써 금속파편에 의

한 동특성해석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된 결과. 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한다면 엔지니어

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할 수 있DB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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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1.

가 응력 변형률 관계식. -

충돌해석을 위한 선형탄성 재료에 대하여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는 식 식 과 같다(3.1.1)~ (3.1.6) .

ε x=
1
E
[σ x-υ(σ y+σ z)] (3.1.1)

ε y=
1
E
[σ y-υ(σ z+σ x)] (3.1.2)

ε z=
1
E
[σ z-υ(σ x+σ y)] (3.1.3)

γ xy=
2(1+υ)

E
τ xy (3.1.4)

γ yz=
2(1+υ)

E
τ yz (3.1.5)

γ zx=
2(1+υ)

E
τ zx (3.1.6)

여기에서 는 재료의 탄성계수, E (Young's modulus), v는 포와송비 이며 이 값(Poisson ratio) ,

들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상수 값들이다.

그림 국외의 증기발생기 하부에3.1.1.

금속파편의 충격으로 인하여 전열관이

손상된 사례

그림 가압경수형원자로 호기에3.1.2. #5 6‧
서 열전달 완충 판이 유로를 통하여 원

자로 하부로 이탈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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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xε yε zγ xyγ yzγ zx

=
1

E













1 -v -v 0 0 0

-v 1 -v 0 0 0

-v -v 1 0 0 0

0 0 0 2(1+v) 0 0

0 0 0 0 2(1+v) 0

0 0 0 0 0 2(1+v)













σ xσ yσ zτ xyτ yzτ zx

(3.1.7)

식 식 들을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형대수 행렬 식으로 표현하면 식(3.1.1)~ (3.1.6) ( )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 행렬식의 역은 다음 식 과 같다(3.1.7) , (3.1.8) .







































  










  

   


 

    




     


















(3.1.8)

식 에서 와(3.1.8) E v는 상수이므로 임의 점에서 변형률을 구하면 그 점에서의 응력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식 은 일반적으로 간단히 축약하여 다음과 같은 식 으로 나타낸다(3.1.8) (3.1.9) .



 


 (3.1.9)

여기서, 

와


는 응력과 변형률 벡터를 나타내고 는 탄성행렬 이다, [D] (Elasticity Matrix) .

나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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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해석을 위한 시간 에 따른 적용된 하중을 이용하여 감쇄 가 있는 상태의 과(t) (Damping)

도해석 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지배방정식(Transient Analysis) .

은 식 과 같이 쓸 수 있으며(2-10) ,

   (3.1.10)

여기서,

 = Structural mass matrix

 = Structural damping matrix

 = Structural stiffness matrix

 = Nodal acceleration vector

 = Nodal velocity vector

 = Nodal displacement vector

  = Applied load vector

 
 (3.1.11)

식 에서(3.1.11) ,

umax
= Maximum displacement

 = Square root of -1

 = Imposed circular frequency (radians/sec) = 2πf
 = Imposed frequency (cycles/sec)

 = Time(sec)

 = Displacement phase shift (radians)



- 51 -

다 수치해석을 위한 적분방법.

식 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변위 속도 또는 가속도와 같은 해를 구할 수 있다(3.1.10) , .

또한 시간 에 대하여 적분 하는 방법에 따라 음적법 과 양적법, (Time) (Integration) (Implicit) (Ex

으로 구분할 수 있다plicit) .

본 해석에서는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역 행렬 이 필요 없는 상태의 빠른 해석결(Matrix)

과를 위한 양적법의 적분 연산을 하였으나 음접법의 시간적분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음적법을 이용한 시간적분(1) (Implicit Time Integration)

일반적으로 음적법은 을 이용하며 평균가속도가 일정한 가정을Standard Newmark Method

적용하여 시간 t n+1
에서 지배방정식을 계산한다.

                (3.1.12)

따라서 위의 식 에 대해 속도 및 가속도에 관한 방정식은 아래 식 및 식 과(2-12) (3.1.13) (3.1.14)

같이 나타내고

   


   

 
 (3.1.13)

    

  

    (3.1.14)

위의 속도 및 가속도를 지배방정식에 대입하여 시간 t n+1
의 미지수인 변위를 풀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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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형태로 풀 수 있다.

양적법을 이용한 시간적분(2) (Explicit Time Integration)

양적법은 변위의 선형적 변화를 가정한 이며 식 의 지배방정Central Difference Method (2-15)

식을 시간 tn에서 구한다.

       (2-15)

식 에 대해 속도 및 가속도 방정식은 아래 식 및 식 과 같이 나타내고(2-15) (2-16) (2-17)

 


        (2-16)

 


      (2-17)

위의 속도 및 가속도를 이용하여 시간 t n+1
의 미지의 변수 를 풀기(Unknown Displacement)

위해 음적법과 비교할 경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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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검증2.

원자로 계통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기에 앞서 시험용 축소형 배 원자로 모델에 대(8 )

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완성하고 충격 실험을 통하여 유한요소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림 와 같이 축소된 실험용 원자로 압력용기를 대상으로 상온조건에서 금속파편에 해당되3.1.4

는 강구에 의한 충격실험을 수행하고 강구 충격 시 실험용 압력용기에서 취득한 가속도 신호

를 분석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해석결과와 비교한다 그러므로 실험과 해당 주파수 영역.

의 충격전파거동 해석이 잘 일치할 경우 유한요소모델 및 해석이 타당함이 증명된다, .

가 차원모델링. 3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설치된 원자로 압력용기는 상당히 복잡한 내부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

다 즉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안내구조물 노심지지원. , (Reactor Vessel), (Upper Guide Structure),

통구조물 정렬 키 조임 링 등과 같은(Core Support Barrel), (Alignment Key), (Hold-down Ring)

조립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축소 원자로 압력용기의 크기는 직경 높이 로 실제 원자566mm, 1,765mm∅
로에 배가 축소된 치수의 모형에 해당된다 상부 헤드 는 본체8 . (Reactor Vessel Closure Head)

와 볼트로 체결되어 있고 하부는 반구형상으로써 용접되어 시험을 위해 제작된 압력용기 구조

물이다 그림 참조.( 3.1.5 )

나 유한요소모델.

축소 실험용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소모델은 솔리드 요소 를 사용하여 금(Solid Element)

속파편의 충격해석을 보다 정확히 수행할 목적으로 상세히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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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두께방향의 요소 수는 겹으로 하고 노즐부분은 겹으로 유한요소3 4

모델링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충격전파 거동을 시현하고 실험의 가속도 신호와 비교하기 위해.

서는 원주방향의 요소 수를 개 이상으로 모델링하여 유한요소모델의 요소 크기는 약120 14mm

이하로 모델링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그림 은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시험용 원자로의. 6

유한요소모델이고 수치해석을 위한 전체 요소 수가 무려 개 이다337,950 .

그러나 계통구조물의 모든 구조물을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여 충격해석을 수행할 경우 추정,

요소 수는 약 만개 만개로 추정되며 이러한 요소 수를 이용하여 충격해석 및 과도해석75 ~80

을 수행하기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Transient Analysis) .

형상과 동일한 솔리드 요소를 적용한 유한요소해석과 두께의 강성을 고려하여 쉘 요소를 적용

한 유한요소모델을 추가 작성하여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을 동일 조건으로 해석함으로써 유한요

소모델을 비교 평가 하였다/ .

일반적으로 응력해석을 위한 수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의 요소형상은 두께의 크기 보다

길이 방향의 크기가 배 이상인 경우 특히 동적거동을 위한 해석에서 쉘 요소를 적용한다10 , .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될 해석결과는 매우 정도 높은 시간이력 함수의 충격전파 거동을 도

출해 내어야 하므로 두 가지 요소 에 대하여 충격해석의 결과를 비교(Shell & Solid Element) /

검토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충격전파 거동의 해석결과가 도출될 경우 계통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쉘 요,

소를 적용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다.

다 검증. FEM

그림 과 그림 은 금속파편에 의한 충격해석 결과로써 초 도달시의 등가응력3.1.7 3.1.8 0.003 (Von

전파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와 그림 은 초 도달-Mises EQV Stress) . 3.1.9 3.1.10 0.0032

시 의 전파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등가응력의 전파거동으로도 알 수 있듯이 동일 위.

치에서의 절점에 대한 가속도 신호는 솔리드 요소 및 쉘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이 모두

시험에서 취득한 가속도 신호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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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그림 에서 나타난 금속파편에 해당되는 강구가 동일 시간에 강구의 위치가3.1.8 3.1.10

그림 과 그림 와 비교해 볼 때 서로 상이하고 마치 쉘 요소의 해석결과가 충돌되지 않3.1.7 3.1.9 ,

은 상태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는 쉘 요소를 적용하여 두께를 형상학적 특성(Geometri

이라는 항목으로 고려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c Properties) .

결과적으로 보다 정확한 해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석에서 도출된 가속도 신호를 실

험 자료와 반드시 비교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림 은 쉘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결. 3.1.11

과를 적용하였고 그림 는 실험 자료를 통하여 충격위치를 추정한 검증 결과이다12 .

그림 과 그림 에서 보듯이 유한요소해석과 실험의 데이터는 매우 잘 일치함을 알3.1.11 3.1.12

수 있다.

그림 원자로 계통구조물의 형상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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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한요소해석 검증을 위하여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배3.1.4. (8 )

시험용 원자로

그림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배 시험용 원자로의 차원모델링3.1.5. (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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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배 시험용 원자로의 유한요소모3.1.6. (8 )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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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배 시험용 원자로에 대한 솔리드3.1.7. (8 )

요소를 적용한 충격 전파거동 응력결과 시간 초(Solid) ( =0.003 )

그림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배 시험용 원자로에 대한 쉘3.1.8. (8 )

요소를 적용한 충격 전파거동 응력결과 시간 초(Shell) (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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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배 시험용 원자로에 대한 솔리드3.1.9. (8 )

요소를 적용한 충격 전파거동 응력결과 시간 초(Solid) ( =0.0032 )

그림 강구 충격실험에 사용된 축소 배 시험용 원자로에 대한 쉘3.1.10. (8 )

요소를적용한 충격 전파거동 응력결과 시간 초(Shell) ( =0.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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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한요소해석 가속도 신호를 적용한 충격위치3.1.11.

그림 실험적 가속도 신호를 적용한 충격위치3.1.12.

원자로 계통구조물에 대한 유한요소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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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압력용기. (Reactor Vessel)

앞 절의 축소 실험용 압력용기에 비하여 실제 원자로 압력용기는 훨씬 크고 강성이 크기 때

문에 유한요소모델의 요소 크기를 동일하게 모델링할 수 없다 따라서 충격 전파거동을 모사하.

여 최대 주파수 범위까지 시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림 과 같이 유한요소의 크기20khz 3.1.13

를 결정하여야 하며 취득 데이터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그림 금속파편 충격해석을 위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소모델3.1.13.

요소의 크기가 검증된 경우 축소 실험용 압력용기와 동일하게 실제 현장에서 취득한 실험결

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에서도 강구의 무게를 약 의 금속파편으로 적용하여 동450g

일한 조건 및 환경에서 해석을 수행한다.

또한 원자로 압력용기에는 냉각제 유체가 존재하므로 압력용기 하부에 유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충격전파거동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압력용기.

내부의 유체가 존재할 때 강구의 위치는 압력용기 밖에서 압력용기 표면에 충격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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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모델링(1) 3

계통구조물 중에서 원자로압력용기를 위한 차원 단면 형상과 차원모델은 그림 에서2 3 3.1.14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금속파편이 압력용기 자체에 충돌한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 ,

기 위해서는 다른 판재 구조물에 비하여 압력용기 자체의 두께 및 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로 압력용기 본체만을 유한요소모델로 작성하여 충격거동 시현한다.

그림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명칭 및 차원 형상3.1.14. 3

압력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이며 그 크기는 대략 길이가 본체 직경이(304S) 14,000mm,

에 해당된다 그리고 압력용기 본체의 실린더 두께는 이고 반구 형상의 본체4,500mm . 204.7mm

하부 두께는 이다152.4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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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모델(2)

실제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쉘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충격전파 거동을 시,

현하기 위하여 실제모델에 대하여 약 크기로 원주방향의 요소 수는 개로 모델링하였75mm 192

다 따라서 그림 에서 보듯이 압력용기에 대한 전체모델의 요소 수가 개에 이른다. 15 108,989 .

그림 금속파편 충격해석을 위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소모델3.1.15.

원자로 압력용기의 쉘 요소를 적용한 유한요소모델은 실제 도면을 바탕으로 그림 과 같3.1.16

이 두께 파라미터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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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의 형상학적 특성3.1.16.

(Geometric Properties)

두께가 적용된 쉘 요소 를 이용한 유한요소모델은 현장에서 취득한 실험결과(Shell Element)

와 가속도 신호 성분에 대한 개의 시간이력 응답함수로 도출하여 유한요소모델의 해석결2000

과와 비교한다.

검증(3) FEM

해석에 의한 원자로 압력용기 본체의 하부에 대한 가속도 신호는 그림 에서 나타냈고 현장19 ,

에 설치된 센서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가속도 신호는 유한요소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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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도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현장과 동일한 지점의 위치에서 가속도 신호를 추출한 것이다3 .

또한 그림 에 표시된 한 지점 붉은색 은 금속파편의 충돌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그19 ( ) .

림 에서 나타낸 것처럼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소해석은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한다20 .

그림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가속도 신호결과3.1.19.

그림 원자로 압력용기의 유한요소해석 가속도 신호를 적용한 충격위3.1.20.

치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에 냉각수 유체가 존재할 경우와 유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해석결과는 그림 및 그림 과 같다3.1.17 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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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자로 압력용기의 강구 충격에 의한 전파거동 결과 시간3.1.17. (

초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0.00243 ) ( )

그림 원자로 압력용기의 강구 충격에 의한 전파거동 결과 시간3.1.18. (

초 냉각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0.00243 ) ( )

해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동일한 해석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취,

득한 가속도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 거의 동일한 시간이력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원.

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매우 신뢰성이 있고 요소 수가 적절한 모델임을 확인하

였다.

결론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냉각수 유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고 그림 에서와 같이 가속도 신호를 적용하여 찾아낸 충격위치는 현장에서 추출3.1.20

한 신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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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 (Stem Generator)

그림 증기발생기 차원모델3.1.21. 3

증기발생기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여러 가지 비교 및 검증을 통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개발

하여야 한다 먼저 증기발생기 하부의 수많은 세관의 홀을 유한요소에 포함시키기란 매우 힘들.

기 때문에 세관의 홀을 고려한 평판과 단순한 평판의 전파거동을 비교하고 금속파편의 충격영

향을 고찰한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에 금속파편이 존재할 경우 세관에 부딪칠 경우와 증기발생기 외벽에 2

차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충격해석을 수행하기 위하. 2

여 동일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여 각기 다른 위치의 강구에 대한 충돌해석을 수행한다.

차원모델링(1) 3

증기발생기 본체 및 내부구조물에 대한 차원 형상은 그림 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그림3 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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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충격파가 전달되는 비교적 강성이 큰 본체 위주의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기 위하

여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를 토대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구조물을 제외한 본

체 위주의 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고 유한요소모델을 평가한다3 .

유한요소모델(2)

앞서 언급한 그림 와 그림 은 일반적 평판의 충격 전파거동과 세관의 홀을 고려했3.1.22 3.1.23

을 때의 유한요소모델이다 그러므로 두 모델의 전파거동이 해당 주파수 영역에서 동일한 결과.

가 도출될 경우 단순한 형상의 유한요소모델을 적용하여 증기발생기의 유한요소모델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그림 일반적 평판에 대한 유한요소모델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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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관 홀을 고려한 평판에 대한 유한요소모델3.1.23.

또한 쉘 요소를 적용한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증기발생기 본체 및 내부형상에 대한 형상학

적 특성 두께 적용 은 그림 와 같다( ) 25 .

그림 증기발생기의 유한요소모델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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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증기발생기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의 형상학적 특성3.1.25. (Geometr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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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증기발생기에 대한 금속파편의 하부 세관 위치에서의 충격해석3.1.26.

결과 시간 초( =0.004 )

그림 증기발생기에 대한 금속파편의 하부 본체위치에서의 충격해석3.1.27.

결과 시간 초( =0.0036 )

검증(3)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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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전의 금속파편으로 인한 충격신호로 알려진 실험결과를 토대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그림 과 그림 에서 나타냈고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이 결과는 증기발생기 본체의 하부3.1.26 3.1.27

위치 그림 참조 에서의 충격 전파거동이 특히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7 ) .

그림 증기발생기의 유한요소해석 가속도 신호를 적용한 충격위치 결3.1.28.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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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증기발생기에 대한 실제 원전의 금속파편에 의한 충격위치 실3.1.29.

험 데이터

또한 그림 과 그림 는 증기발생기 본체에 대하여 충격위치가 가장 근접한 센서3.1.28 3.1.29

위치와 가장 먼 센서 위치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나타내어 주고 있으므로 쉽게(V109) (V108)

신호의 해당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충격 전파거동의 시현을 보다 정

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장 복잡한 증기발생기의 유한요소모델도 주파수 범위까지 충격시현을20khz

수행하는데 적절한 유한요소모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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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파편에 의한 증기발생기 하부 세관의 안전성 평가4.

증기발생기 의 외벽두께는 약 이고 내부의 세관 지지물에 해당되는(Steam Generator) 178mm

하부 판 의 두께는 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부 판은 일종의 강체 로 볼 수 있(Plate) 546mm . (Rigid)

으나 강구의 충격해석을 위하여 작게 요소 분할하여 유한요소모델의 요소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기발생기의 어느 특정 표면부위에서 충격에 의한 응답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금속파편에 해당되는 강구는 증기발생기 하부의 유속을 근거로 유체와 동일한 충돌 속도를

정의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기발생기 하부의 유동해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유체의 속도 및 벡터성분을 도출하였다.

증기발생기 하부의 유동해석을 통한 유체의 속도 및 벡터 결과Fig. 3.1.32

가 차원모델링. 3

수천여개의 작은 세관의 단면형상은 파이프형상과 동일하며 세관 단면의 직경은 로, 19.5mm

써 두께는 이다 그러므로 세관을 유한요소모델로 모사하기 위하여 실제 길이와 수를1.0668mm .

모두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많은 하드웨어 재원 및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위하여 축대칭 형상의 모델로 가정하여 일부의 모델만을 고려하고 세(Axis-symmetric)



- 75 -

관의 단면에 대한 유한요소 수는 각형의 형상의 크기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여 해석을 수16

행한다.

그림 증기발생기 하부 세관 홀을 고려한 상세형상3.1.33.

증기발생기 하부에 대한 차원 모델은 그림 과 같으며 그림 에서 나타내었듯이 동3 3.1.33 , 3.1.34

일 형상에 해당되는 세관 및 용접부가 수천 개의 반복적인 형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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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증기발생기 하부 세관 및 용접부의 차원 형상3.1.34. 3

나 유한요소모델.

앞서 제시한 유한요소모델의 형상은 그림 와 같고 금속파편의 충격으로 인한 세관 및3.1.35

세관 용접부의 손상 을 해석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과 세관사이의 간격이(Damage)

약 이므로 여기에 세관의 직경을 고려할 때 금속파편에 해당되는 강구의 직경은45.2mm ,

로 정하여 그 질량이 약 에 해당된다20mm 1kg .

그림 금속파편에 의한 증기발생기 하부 세관의 안전성 해석을 위한3.1.35.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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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속파편과 세관의 접촉 시 발생될 수 있은 응력특이점 을 최소화하(Stress-Singularity)

여 보다 정도 높은 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금속파편에 해당되는 강구는 면체 로6 (Hexahedron)

요소 분할하여 유한요소 모델링을 모사한다.

강구를 표현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의 요소 수는 개 이며 절점 수는(Element) 256 , (Node) 321

개에 해당된다.

다 해석. FEM

물성치(1) (Material Properties)

충격해석을 위해서는 비선형 재료물성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해의 수렴정도에 따라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탄성한도 내에서 최대 등가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선형적 물성을 적용하였다 또한 각각의 질량 및 속도별 해석결과를 위하여 금속파편의 체적은.

동일하나 서로 다른 밀도를 정의하여 충격해석을 한다.

물성치Table 3.1.1. (Material Properties)

Part Name

Young's

Modulus

(Pa)

Poisson's

Ratio

(No Units)

Density

(Kg/m3)

Material

Properties

Number

Description

Steam Generator

Tube Sheet

209E+9 0.29 7850 1

SA176

Alloy 600

A metal fragment 210E+9 0.30
Boundary

Conditions
2 SA176

경계조건(2) (Boundary Conditions)

동하중 에 대한 재료의 영구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Dynam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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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 를 기준으로 재료의 항복응력이 시작되는 강구의 속도 및 세관 및 용(Yield Strength)

접부의 등가응력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Von-Mises EQV Stress) .

동일한 구의 체적을 가지는 금속파편에 서로 다른 질량 을 정의하고 금속파편이(40g~100g) 4

도 각도로 증기발생기 하부 세관에 충돌할 때의 항복응력이 발생되는 속도 를5 (Initial Velocity)

해석한다 그림 참조.( 3.1.35 )

해석결과(3)

증기발생기 하부 세관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과는 와 같으며 충격 전과 충격 후Table3.1.2 ,

의 응력구배 분포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질량 및 속도의 크기에 따라 해석결과3.1.36 .

에서 도출된 등가응력보다 큰 경우 영구변형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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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증기발생기 하부 세관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충격해석3.1.36.

충돌 전 충돌 시 충돌 후 에 대한 등가응력( (A), (B), (C) )

또한 질량 및 속도의 크기가 작은 금속파편으로 인하여 등가응력이 작은 경우 이는 동일지,

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인 충격하중에 의하여 계통구조물의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으므

로 다음과 같은 피로수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80 -

Table 3.1.2. Allowable Mass & Velocity

라 피로수명평가. (Fatigue Life Evaluation)

앞 절에서 항복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허용질량 및 허용속도를 도출하였으며 강구의,

질량이 일 경우 의 속도로 세관의 모서리 부에 충돌하였을 경우 세관의 피로수명은66g 2[m/s]

코드에서 규정한 기본 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로수명ASME (SECTION III Division 1)

을 평가한다.

  

 ×


 ≒ [psi] (5-2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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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우)

와 는 로써Straight Pipe  ≤ 


이므로inch

세관( t=0.042inch)

  

  

   세관직경[inch] ;

 
      ≒   [psi]

  

   


  ××× 

×
 [psi]

피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료에 대한 데이터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이S-N Curve 3.1.37 .

러한 재료의 고유물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석과 같이 질량이 인 강구가 의 속도로66g 2[m/s]

충격하중이 가해질 경우,  에 대한 하중 사이클 수 는(Alternating stress) (Number of cycle)

약 회로 평가된다230 .

결론적으로 금속파편의 강구가 증기발생기 하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소성변형을 발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와 같이 허용속도를 넘거나 허용질량을 초과한Table3.1.2

경우에 영구변형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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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증기발생기 하부에서 금속파편의 크기에 따라 소성변형을 일으키는 임계3.1.37

속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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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에서 개발한 신기법의 개발4. 1 S/W

가 금속파편 위치 추정 신기법.

(a) (b)

그림 실제 한국표준형 원전에서 증기 발생기에 충격 시험을 했을 때의 위치3.1.38

추정 센서에서 받은 충격 신호의 위그너빌 분포 증기 발생기에서 충, (a) , (b)

격 위치 추정 결과 실제 충격 위치와 예측결과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음.

그림 은 단계에서 개발한 위치 추정 신기법을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개발 사진을 보여주3.1.38 1

고 있다 실제 한국표준형 원전에서 증기 발생기에 충격을 가했을 때 위그너빌 분포를 이용한.

위치 추정 신기법으로 충격위치를 예측한 결과 실제 충격위치와 정확하게 일치됨을 확인하였

다.

실제 한국표준형 원전의 원자로 하부를 도 간격으로 충격을 가하여 테스트를 하였을 때 그90 ,

림 와 같이 정확하게 위치 충격 위치를 추정하였다3.1.39 .

(a) (b) (c) (d)

그림 원자로 하부에서 도 간격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의 위치 추정 결과3.1.39 90 (a)

도 도 도 도0 , (b) 90 , (c) 180 , (d)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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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경잡음 감소 신기법.

단계에서 개발한 비대칭 엠비퀴티 윈도우를 통한 잡음 제거 기능을 그림 과 같이 소프1 3.1.40

트웨어로 구현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잡음에 완전히 묻쳐 임펄스 신호가 보이지 않더.

라도 제안된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통해 충격에 의한 분산 커브를 찾을 수 있었다.

(a) (b)

그림 실제 충격 신호에 잡음이 존재할 경우 제안된 엠비큐티 윈도우를 이3.1.40

용한 잡음 제거 잡음에 묻힌 충격 신호 제안된 비대칭 엠비귀티. (a) , (b)

위도우를 이용한 잡음제거 충격에 의한 분산 곡선을 선명히 찾을 수 있.

음

다 금속파편 질량 추정 신기법.

금속파편 질량 추정에서 그림 처럼 잡음 및 간섭항을 제거함으로써 질량 추정의 오차를3.1.41

줄일 수 있다.

질량을 변해가면서 충격량을 범위에서 금속파편 충격 시험 완료하였고 또한 금0.7~1.4 joule

속파편 충격 영향 평가를 위한 해석적 모델 개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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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제안된 방법으로 위그너빌 분포에서 간섭항과 공진주파수를 제거한 모습3.1.41 .

원래의 신호를 위그너빌 분석한 결과 간섭항 및 잡음을 제거한 결과(a) , (b) .

소프트웨어에서 질량 추정한 결과(c) .

관련 연구실적물 혹은 활용■

국내 논문 발표 건 국내게재 투고 건 특히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추천4 , 1 , (◦
됨 국내 논문 개제 논문 건 등록 논문 건 투고) , SCI 1 , SCI 4 .

연구관련 프로그램 등록 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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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원자로 내부구조물 동특성 시험용 모형 개발 검증 시험 및2 ,

개발S/W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가압경수형원자로는 운전 중 고온 고압의 냉각제 유동에 의한 진동현상을 겪/

게 되기 때문에 원전의 설계 및 건설시 반드시 그 영향을 평가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여야 한

다 따라서 과거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단순화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특성해석을 수행하였지만 대부분의 단순화된 모델을 이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한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

된 유한요소모델은 실제 원자로의 가동 시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응답을 예측하거나 내부구조물

의 결함을 진단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지조건의 결함상태에 따른 주파수 응답/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압경수형원자로의 내부구조물은 노심을 제외한 노심지지원통(CSB, Core Support

상부안내구조물 노심울타리판구조물 정Barrel), (Upper Guide Structure), (Core Shroud Assembly),

렬키 조임 링 및 하부지지구조물 등(Alinement Key), (Hold-down Ring) (Lower Support Structure)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동특성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정상상태 및 조임 링.

의 체결력 감소시의 자유진동 모드해석을 수행하고 체결력에 따른 모드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으며 모드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동특성 해석결과는 원자로의 정상상태 출력 운전 시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진동감시시스템의 출력신호로부터 추출한 동특성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유한요소모델의 타

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발생될 수 있는 조임 링의 결함상태에서 동특성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화응답해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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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Pressurized water reactor structure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지지조건 결함 평가용 해석 구축1. DB

가 내부구조물 차원 모델링. 3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은 유체의 절점과 커플링을 고려하였으며 노심지지원통 구조물의 경우,

원주방향으로 개의 절점 축 방향으로 개의 동일한 절점으로 모델링 하였다56 , 56 .

상부안내구조물에 대해서는 원주방향으로 개 축 방향으로 개의 절점으로 작성하였으나56 , 38

유한요소 모델의 절점들의 생성된 위치는 균일분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즐 부의원형을 모사,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점이 필요하므로 그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절점들로 요소분할 하였

다 따라서 유체와 커플링을 위한 구조물에 사용된 요소는 차원 고체요소 이며 또. 3 (Solid45)(1) ,

한 노심지지원통의 바닥부분 및 상부플랜지 부분도 고체요소를 적용하였고 전체적으로 32458

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개의 고체요소가 사용되었다31210 .

노심지지원통과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 및 노심지지원통과 상부안내구조물 사이의 유체는 단

순히 질량효과만 고려하지 않고 좁은 간격으로 인한 유체의 탄성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체

요소를 이용하여 차원적으로 모델링하였다 이때 유체요소의 두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노3 . ,

심지지원통과 상부안내구조물 사이는 겹 의 요소로 노심지지원통과 원자로 압력용기2 (Layer) ,



- 88 -

사이는 겹으로 모사하였다 각 레이어는 동일한 두께로 설정되었으며 모두 면체의 유체요소3 . , 6

를 사용하였으므로 겹의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겹의 절점을 생성하였다 유체(Fluid80)(1) , 2 3 .

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노심지지원통과 원자로 압력용기 사이의 간격 유체의 경우 원주방향으

로 개의 절점 축 방향으로 개의 절점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노심지지원통과 상부안내구조56 , 50 ,

물 사이의 경우에는 원주방향으로 개의 절점 축 방향으로 개의 절점이 사용되었다56 , 32 .

유체의 움직임은 반경방향에서 노심지지원통 벽면의 움직임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모사

하기 위해 벽면의 절점과 유체의 절점을 반경방향으로 커플링 하였다 이외의 다른 방향은 미.

끄러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커플링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원주방향과 축 방향으로는 유. ,

체와 구조사이에 미끄러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체모델링을 위해서는 총.

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개의 유체요소가 사용되었다21102 19864 .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 와 같이 구조물사이의 간격유체를 차원 유한요소모델링을 수행하여2 3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물과 유체의 경계 절점과의 커플링을 수행하였으며 조립된 구

조물과 구조물과도 일종의 경계조건으로 볼 수 있는 커플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Table

3.2. 은 각 구조물들의 커플링 상태를 나타내며 원자로 압력용기는 노심지지원통에 비하여 그1 ,

두께가 크고 무거우므로 움직임이 없는 강체 상태로 가정하여 압력용기 바깥쪽 즉 원(Rigid) ,

자로 압력용기의 외곽 절점만을 경계조건으로 방향으로 자유도를 구속 정의하여 해석X, Y, Z

을 수행하였다.

그림 3.2.2 Structure & fluid finite element model

Table 3.2.1 Coupling conditions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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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과정 및 결과.

일반적으로 조립 구조물의 강제변위 해석은 그 커플링 및 변위를 이용하여 선형해석을 수행하

게 되고 고유진동수 해석은 그 모드 추출방법에 따라 또는Reduced Method Non-Reduced

로 구분할 수 있으며 는 상세한 모드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많Method Reduced Method

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을 정의하여 계산을 효율적으로MDOF(Master Degree of Freedom)

수행할 수 있다.

는 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반면 상세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Non-Reduced Method MDOF ,

문에 해의 상세한 결과를 위하여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유한요소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

계산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본 해석에서는 유체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상세

한 모드 형상의 추출이 필요하므로 의 하나인Non-Reduced Method Block-Lanchos Method(2)

를 이용하여 모드를 추출하고 원자로에 유입되는 냉각재 유체의 유입속도를 이용하여 노심지

지원통의 가진력을 계산하였고 감쇄가 있는 상태의 조화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국형.

표준원자로의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유진동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은 축 방향 진동모드 수를 나타내며 은 원주방향Table 2 . m (Beam) , n

진동모드 수를 나타낸다 즉 노심지지원통은 직경에 비하여 두께가 매우 작으므로 두(Shell) . , (

께 직경 전형적인 원통형 쉘 구조물이므로 축방향 및 원주방향 모드가 서로 커플링 되어/ =0.02)

나타나게 된다 과 는 같은 진동모드로서 서로 직각인 수평방향 기본 빔 진동모. Mode 1 Mode 2

드이다. 그림 3.2. 및3 그림 3.2. 는 이 진동모드를 보인 것이다 또 과 같은 진4 . Mode 3 Mode 4

동모드로서 기본 쉘 진동모드이다(그림 3.2. 및5 그림 3.2. 참조 이와 같이 동일한 진동모드가6 ).

Coupling

Direction

Part Name

Radius Upper guide structure Fluid

Radius Core support barrel Fluid

Radius Core support barrel Fluid

Radius Pressure vessel Fluid

Radius Core support barrel Alignment Key

Radius Upper guide structure Alignment Key

Tangent Core support barrel Alignment Key

Tangent Upper guide structure Alignment Key

Axis Core support barrel Pressure vessel

Axis Core support barrel Hold-down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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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따라 그 진동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노심지지원통이 완전한 축 대칭이 아니기 때

문이다 와 도 같은 진동모드인 경우이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일반적. Mode 5 Mode 6 .

인 쉘 원통구조물의 경우처럼 빔 및 쉘 진동모드 형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그.

러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모드의 주파수 밀도가 높아져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오차가 증가하

므로 고차의 진동모드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한요소의 개수를 더 증가하여야 하며 경계, ,

조건의 적용도 보다 상세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그림 3.2.3 1st mode shape of core

support barrel

그림 3.2.4 2nd mode shape of core

support barrel

그림 3.2.5 3rd mode shape of core

support barrel

그림 3.2.6 4th mode shape of core

support 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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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Core support barrel's natural frequency

Mode

Number
Beam Mode(m) Shell Mode(n) Natural frequency( )㎐

1 1 1 8.21

2 1 1 8.25

3 2 2 14.57

4 2 2 14.85

5 2 3 19.09

6 2 3 19.16

7 2 4 21.09

8 2 4 23.70

9 3 3 26.16

10 3 3 26.65

또한 조임 링의 결함을 가정하여 유체의 유입 압력에 대한 조화응답해석의 응답위치는 그림

3.2. 에서와 같고 이때의 노심지지원통구조물의 응답결과는9 그림 3.2. 및10 그림 3.2. 과 같다11 .

그림 3.2.7 5th mode shape of core

support barrel

그림 3.2.8 6th mode shape of core

support 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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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able 3.2. 에서와 같이 조임 링의 결함으로 인한 지지조건의 결함으로 인한 주파수 변3

화는 쉘의 고유진동수 보다는 기본 빔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2.9 CSB response location for analysis

그림 3.2.10 Harmonic response results of

upper location

그림 3.2.11 Harmonic response results of

lower location

다 동특성 해석결과 검증.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구한 동특성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2. 와 같이12

원자로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 시스템(IVMS, Internal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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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 를 이용하였으며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원자로의 노심상Monitoring System) (3)

부 및 하부의 노외중성자 신호들의 자기 파워스펙트랄 밀도함수 상관도 및 위상차의(APSD),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2. 에서와 같이 기본 빔 모드 진동주파수가 약 이며 기본 쉘 모13 8 Hz ,

드 진동주파수는 약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15 Hz .

고 있으므로 유한요소 해석에서 얻은 차원 유한요소 모델이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해석3

모델로 타당함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2.12 Ex-core neutron detectors of PWR reactor

그림 3.2.13 APSDs for CSB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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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3.

내부 구조물 진단용 개발- S/W

시험정보 설정 기능 파일에 저장 및 관리- : TestDB.db

계측정보 설정 기능 파일에 저장 및 관리- : TestDB.db

센서 관리 설정 기능 파일에 저장 및 관리- DB : SensorDB.db

실시간 계측 신호 데이터 저장 정보 설정 기능-

와 의 실시간 신호처리- Time data FFT data

(a) (b) (c)

그림 원자로 내부구조물 감시 소프트웨어 시작 화면 자기 상관 스펙트3.2.14 , (a) , (b)

럼 신호 분석 부분,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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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채널별 상태의 이미지 사진 시작상태 정상 계측 상태 알람 상3.2.15 (a) , (b) , (c)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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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온라인 감4 시 기술 개발

제 절 직선 배관의 원거리 결함탐지 성능 시험1

연구개요1.

원전 배관의 온라인 연속 감시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알려진 유도초음파의 이론

연구와 실험을 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배열탐촉자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1 .

배열탐촉자 기술을 사용하는 직선 배관의 결함탐지 성능 시험을 위하여 시편①
배관의 이론적 분산선도를 구하였고 실험에 필요한 종의 배관 시편을 설, 4 6m②
계 제작하였고 결함의 형태와 크기별로 탐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배/ , , 24m③ ④
관시편에서 원거리 약 에 위치한 결함 탐지 실험을 수행하였고 수집된 신( 20m) , ⑤
호에 대해서 종의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5 .

배관시편에서의 결함탐지 실험2. 6m/24m

가 분산선도 작성.

실험에 사용될 배관 시편의 위상속도 분산선도와 군속도 분산선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은 각 모드별 주파수와 두께의 곱 에 따른 위상속도의 분산선도를4.1.1 fd( )

보여주고 있다 실험 조건에서 정해지는 값에 수직선을 그으면 각 모드의 분산. fd

선과 만나는 위상속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모드의 위상속도의 조건에.

맞는 초음파를 배관에 입사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드의 유도초음파를 발

생시킬 수 있다.

파의 위상속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모드에 해당되는 군속.

도 분산선도를 구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측정값과 비교하여 모드 분석을 할

수 있다 위상속도와 군속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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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위상속도 군속도 분산선도[ 4.1.1 , ]

나 시편제작.

결함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유도초음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결함의 깊이가 배

관 두께의 인 길이방향 결함 원주방향 결함 홀10%, 30%, 50%, 70%, 90% , , (hole)

결함을 가진 시편 종과 인접 결함들 간의 분해능을 확인하기 위해 결함사이의3 ,

거리가 인 관통 홀 결함을 가진 시편을300mm, 200mm, 100mm, 50mm, 20mm

그림 와 같이 제작하였다4.1.2 .

(a) (b)

그림 배관시편 실험을 위해 설치된 시편 실물 사진 배관 시편4.1.2. 6m (a) , (b)

사양서

다 결함 형태와 크기별 측정 실험.

결함의 형태와 크기에 따른 유도초음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의 시편 그4 (

림 에 대하여 여회의 결함 탐지 실험을 수행 수행방법 그림 한 결4.1.2) 400 (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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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홀 결함의 경우는 배관 두께의 이상의 결함에 대해서 그리고 원주방향, 30%

결함에 대해서는 모든 결함이 명확하게 검출되었다 그림 인접 결함과의( 4.1.4).

분해능을 알아본 결과 최소 인접거리 까지도 결함신호를 분리할 수 있었다20mm

그림( 4.1.5.)

그림 결함의 형태 크기별 측정 실험 방법4.1.3. /

그림 형태 결함 신호 결함 길이 좌측부터 결함 깊이4.1.4. Slit . 24mm,

(a)0.55mm, (b)1.65mm, (c)2.75mm, (d)3.85mm, (e)4.95mm

그림 인접 결함 신호 관통 홀 결함 좌측부터 결함간 인접거리4.1.5. . , (a)300mm,

(b)200mm, (c)100mm, (d)50m, (e)20mm

라 직선 배관의 원거리 결함탐지 실험.

장거리 배관 그림 에서의 결함 탐지 실험을 회 수행하여 원거리에 위26m ( 4.1.6) 5

치한 결함의 신호를 검출하였다 센서와 결함 사이에 위치한 개의 용접 부위 신. 3

호와 더불어 유도초음파 발생 위치로부터 약 떨어져 있는 결함까지도 확인20m

할 수 있었다 그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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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원거리 결함탐지용 직관 배관 배관실물과 검사장비4.1.6. 26m . (a) ,

시편 사양서(b)

그림 배관 시편의 결함 신호 좌측 화살표부터 초기 신호4.1.7. 26m . (1) , (2)

제 용접부 신호 제 용접부 신호 제 용접부 신호 번 결함 신호1 , (3) 2 , (4) 3 , (5) 1 , (6)

번 결함 신호2

마 결함 신호분석.

각 결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탐촉자를 위치시키고 동일 조건으로 신호를 수

집한 후 신호, 3D-RF , STFT, Gaber spectrum, Choi-Williams distribution,

의 종류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해 신호를 분석하였다Wigner-Ville distribution 5

그림 참조 이 결과 원주방향 슬릿결함의 경우와 인접결함의 경우는 모든( 4.1.8 .)

결함에 대해서 홀 결함의 경우에는 결함에 대해서 신호 검출이 가능, 30% 90%～
하였으며 또한 신호처리 기법을 비교한 결과 기법과STFT Choi-Williams

기법이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dis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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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신호분석 기법에 따른 신호처리 결과4.1.8. (a) 3-d RF, (b) STFT, (c)

Gaber spectrum, (d) Choi-Williams distribution, (e) Wigner-Ville distribution

본 연구로 국외논문 국외발표 국내발표 의 실적물을 생산하였으며(SCI) 1, 2, 4 ,

개발된 배관의 원거리 결함 탐지 및 결함 신호 분석 기술은 원전 주요 배관을

비롯하여 일반 산업의 배관 결함 탐지에 활용이 가능하다.

제 절 곡선 배관의 원거리 결함탐지 성능 시험2

연구 개요1.

용접부가 포함된 곡선배관에서의 결함 탐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선진

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 년도에 수행된 직. 1

선배관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결함이 포함된 이중 곡관 시편을 설계 제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곡선배관에서의 결함을 탐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함까

지의 거리별 신호 분석을 통해 결함 신호를 확인 및 분석하였다.

곡선 배관은 직선 배관과는 다른 형태의 유도초음파 전파 현상을 보인다 따라.

서 결함 탐지를 위하여 시편 곡선배관 에서의 군속도 측정 배관 곡선 부( ) ,① ②
분에서의 유도초음파 전파 특성 확인 그리고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 ③
로 곡선 배관의 결함 탐지 실험을 수행하였고 결함 신호를 확인하였다.

곡선 배관의 원거리 결함탐지 성능 시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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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곡선배관의 특성 분석.

군속도 측정◦

초음파 발생 지점으로부터 일정간격으로 신호를 측정하여 거리에 따른 유도초음

파의 진행시간을 구한 후 기울기로부터 군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송신부( 4.2.1).

탐촉자의 입사각과 수신부 탐촉자의 수신각은 도 도로 변화시켰으며 수신30 ~70 ,

위치는 직관 곡관에 대해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표 곡관부를 지나/ 50 mm ( 4.2.1).

는 유도초음파의 모드분석에 대한 선행 과정으로 직관부에 대해 모드들의 군속

도를 측정하였다 지점 그림 에서 사각입사파를 발생시킨 후 지점. T ( 4.2.1) R1~R5

까지 단계적으로 측정한 결과 의 속도를 갖는 두 개의 모드, 3038 m/s, 2327 m/s

가 나타났고 이 실험 결과를 전년도 과제에서 구했던 분산선도와 비교한 결과,

두 개의 모드 중에서 빠른 모드는 이며 나중에 도달하는 모드는L(0, 2) , L(0, 1)

으로 판정되었다 그림 곡관부에서는 지점까지 신호를 측정한 결( 4.2.2). R6~R11

과 의 속도를 갖는 두 개의 신호가 관측되었는데 그림, 2933 m/s, 3110 m/s (

두 신호는 동일한 모드로써 곡관부의 경로차로 인해 분리된 것으4.2.3) L(0, 2)

로 나타났다.

표 측정 방식 군속도 측정4.2.1. ( )

직 관 부

입사 수신각 도/ ( )
30, 35, 40, 45, 50, 55, 60, 65,

70 조합에 의한 총 실험 횟수

각도 거리 시도: 9( )×5( )×3( )

회= 135

측정거리(mm)

로 부터의 거: pulser

리

100, 150, 200, 250, 300

곡 관 부

입사 수신각 도/ ( )
30, 35, 40, 45, 50, 55, 60, 65,

70
조합에 의한 총 실험 횟수

각도 거리 경로: 9( )×7( )×3( )×3

시도( )

회= 567

측정거리(mm)

용접부로 부터의 거:

리

200, 250, 300, 350, 400, 450,

500

경로별 위치 Outer / Central /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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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곡관부 군속도 결함 측정 개략도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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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직관부 군속도 입사 수신각 도4.2.2. ( /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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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곡관부 군속도 입사 수신각 도4.2.3. ( / : 70 )

나 곡관 위치별 유도초음파 전파 모드 분석.

이중 곡관 시편의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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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원형 배관으로 외경과 두께는 각각 이며 개의SUS304 60.3 mm, 5.5 mm , 3

직관 배관이 개의 엘보우와 연결되어 있다 그림 직관부에서 발생1.5 m 2 ( 4.2.4).

된 유도초음파는 곡관부를 지나면서 가지 경로를 따라 전파될 것으로 예상할3

수 있다 그림( 4.2.5).

그림 이중 곡관 시편 그림 초음파 진행 경로4.2.4. 4.2.5.

유도초음파의 전파 경로별 모드 특성◦

직관부에서 발생된 유도초음파 모드들은 곡관부를 지나가면서 경로에 따라 특성

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곡관의 중앙부와 외곽

부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표 실험에 사용된 웨지의30 mm ( 4.2.6, 4.2.2).

각도는 각각 도이며 펄서와 첫 번째 측정지점과의 거리는 이30, 45, 60 300 mm

다 실험 결과로 부터 중앙부에서는 모드 외각부에서는 모드가 가. L(0,2) , L(0,1)

장 명확하게 전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드는( 4.2.7, 4.2.8).

곡관부의 용접부를 지나면서는 모드 확인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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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도초음파의 전파 경로별 측정 지점4.2.6.

표 측정 방식 곡관부 모드 분석4.2.2. ( )

L(0, 2)

L(0, 1)

그림 곡관부 경로별 전파 모드 외곽부4.2.7. ( )

L(0, 2)

L(0, 1)

그림 곡관부 경로별 전파 모드 중앙부4.2.8. ( )

곡 관 부

입사 수신각 도/ ( ) 30, 35, 40, 45, 50, 55, 60, 65, 70 조합에 의한 총 실험 횟수

각도 측정지점 경: 9( )×9( )×3(

로 시도)×3( )

회= 729

측정지점 (point) 9

경로별 위치 Outer / Central /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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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곡관부 결함 측정.

지점으로부터 발생된 입사파는 곡관부를 지나 결함에서 반사될 것으로 예상할T

수 있으며 이 신호를 거리별로 측정하였다 그림 표 그림에서와 같, ( 4.2.9, 4.2.3).

이 초기 트리거 신호와 두 개의 그룹신호를 볼 수 있었는데 측정지점이 결함위

치에 다가 갈수록 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곡관(R6 R11) Group-1→
에서 결함 쪽으로 진행하는 파로 판단된다 또한 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Group-2

있으며 결함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로 보인다 따라서 의 첫 번째 신. Group-1 RF

호가 결함 신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군속도에 의한 거리 측정 결과

와 일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곡관부에서 발생된 모드 중. L(0, 1), L(0, 2) L(0,

모드는 곡관부를 지나면서 신호분별이 어려워지는 반면 모드는 곡관1) L(0, 2)

부를 지나 결함까지 탐지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호가 그룹으로 이동.

하는 이유로는 용접 부위의 다중반사와 곡관에서의 전파 경로의 차이 때문이다.

그림 곡선 배관에서의 결함 측정 신호4.2.9.

표 측정 방식 곡관부 결함 측정4.2.3. ( )

곡 관 부

입사 수신각 도/ ( ) 30, 35, 40, 45, 50, 55, 60, 65, 70
조합에 의한 총 실험 횟수

각도 거리 경로 시도: 9( )×7( )×3( )×3( )

회= 567

측정거리(mm)

용접부로 부터의 거리:
200, 250, 300, 350, 400, 450, 500

경로별 위치 Outer / Central / Inner

하드웨어 개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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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초음파는 센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

으나 그 대신 분산성이 있고 또 결함에서 반사되는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호 송수신 하드웨어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 연구에서 제작한 펄서 리시버를 개선하였고 또한 다양한 형1 /

태의 웨지를 제작하여 결함 신호의 탐지에 사용하였다.

유도초음파 신호의 송수신과 결함 신호의 정밀화를 위하여 단계 연구에서1①
제작한 다채널 펄서 리시버를 개선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배관용 웨지를 설계/ , ,②
제작하였으며 통합된 원거리 배관 감시 시스템, (Long-range Piping③

를 구축하였다Inspection System : LPIS) .

가 신호 송수신 및 처리를 위한 다채널 펄서 리시버 개선. /

단계 연구에 사용하였던 다채널 초음파 의 최대 펄스전압을1 Pulser/Receiver

로 높이고 과 필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270V Receiving Gain High/Low pass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성능 및 안정성을 높이면서 노이즈가 최소화 되도록,

를 보완 및 개선하였다 그림 표Pulser/Receiver ( 4.2.10, 4.2.4.)

표 개선 된 다채널 사양4.2.4. Pulser/Receiver

채널 수 8-Channel

최대 펄스 전압 270V

Receiving Gain 11~89dB

Band path 0.3~30MHz

전면(a) 후면(b) 내부(c)

그림 개선된 의 사진4.2.10. Pulser/Receiver

개선된 다채널 성능검증 실험Pulser/Receiver◦

본 연구를 통해 개선한 다채널 초음파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Pulser/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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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일 탐촉자 중심 주파수 를 이용하여 장거리 배관 재질 스테인레, ( 0.5MHz) ( :

스강 길이 에 대한 유도초음파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다채널, 9m) ( 4.2.11).

를 이용하여 얻어진 길이 의 스테인레스 배관 끝단 반사 신호Pulser/Receiver 9m

는 그림 와 같고 동 신호를 모드4.2.12(a) , STFT(Short Time Fourier Tranform)

분석한 결과는 그림 와 같다4.2.12(b) .

그림 단일 탐촉자 유도초음파 실험개략도4.2.11.

그림 단일채널 유도초음파4.2.12. (a)

신호
그림 4.2.12.(b) STFT Image

나 배관 감시용 웨지 제작.

기존의 일반 웨지는 입사 수신각의 조절이 정확하지 않으며 탐상 매질과의 접촉/ ,

에 문제가 많아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면 명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다 이러.

한 기존 웨지를 보완 수정하여 미세 가변각 웨지 여러 개의 탐촉자를 동시에 장/ ,

착할 수 있는 멀티 웨지 다수의 고정각 웨지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에 활용하였, /

다.

미세 가변각 웨지◦

기존의 가변각 웨지는 입사각과 수신각의 조절이 비교적 정확하지 못하고 가변

각 조절부의 접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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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각도 조절용 판을 장착하고 조임 볼트에 스프링을 삽입함으로써 상기 문제

점을 보완한 한층 개선된 가변각 웻지를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 4.2.13.(a)).

멀티 웨지◦

기존에 사용했던 멀티 웨지는 각각의 탐촉자에 웨지를 독립적으로 부착을 하고

탐촉자의 고정 장치 또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배관 장착에 있어 매

우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웻지 자체에 곡률을 주어 상용 탐촉자를 직.

접 장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웨지의 배관 장착을 용이하게 개발한 진보된 멀티

웨지를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 4.2.13.(b)).

고정각 웨지◦

두 개의 웨지로 이루어진 가변각 웨지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사각이

고정 도 된 고정각 웨지를 쌍으로 제작하였으며(30, 35, 40, 45, 50, 55, 60, 65, 70 ) ,

배관 곡관부의 미세 측정을 위한 소형 탐촉자용 웨지를 제작하였다 그림(

4.2.13.(c)).

(a) (b) (c)

그림 초음파 송수신을 위한 각종 웨지 미세 가변각 웨지 입사 수4.2.13. (a) - /

신각 범위 도 멀티 웨지 고정각: 0~70 (b) - 12 transducers (4×3 array) (c)

웨지 도-(30, 35, 40, 45, 50, 55, 60,65, 70 )×2

다 통합 원거리 배관 감시 시스템. (Long-range Piping Inspection System :

구축LPIS)

실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단계로서 정형화된 통합시스템인 장거리 배관검

사 시스템 를 자체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일반 상용기기와 같이 형태(LPIS) .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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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되어 사용이 간편하고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진 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자

체 개발한 다채널 펄서 리시버가 장착되어 기존의 단채널 펄서 리시버로는 구현/ /

이 불가능했던 신호 정밀화 기법 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time reversal tech)

며 각각의 펄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하고 또한 리시버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도multi-pulsing multi-receiving

가능하다.

시스템 구성 그림( B.4.5)◦
검사장비 통합- System rack :

모니터 신호 파형 모니터- : .

신호 분석- Oscilloscope :

채널 펄서 리시버- 8ch P/R : 8 /

탐촉자와 연결- Multiplexer : P/R

단 채널 펄서 리시버- 5800 PR : /

탐촉자 등의 기타 장비 보관- Drawer :

제어 의 제어 데이터 분석용- PC : P/R

그림 4.2.14. LPIS(Long-Range Piping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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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관 형태 기기의 결함 탐지 및 온라인 감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장LPIS

비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외 논문 국외 발표 국내 발표 건을 하였다(SCI) 1, 1, 1 .

제 절 결함신호 정밀화 기술 연구3

을 이용한 시간역전 알고리즘 개발1. FEM

일반적으로 유도초음파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경사지게 입사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웨지를 이용한 방법과 수침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종파를, .

이용하여 유도초음파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에 따른다 가변각, Snell's law [4.1-4.2].

웨지를 아용할 경우에는 탐촉자와 웨지 그리고 시험체 사이의 이 잘 되어야coupling

하고 입사각을 잘 조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위배되면 원하지 않은 오차가 발생할, .

가능성이 매우 많다 더욱이 웨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상속도가 웨지보다 느린 모드. ,

는 발생시킬 수 없다 수침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체와 탐촉자 사이의 은. coupling

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액체에서의 음속은 웨지에서 보다 느리기 때문,

에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드가 더 많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시험편의 일부가 물에 잠겨.

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 comb transducer[4.3] interdigital

와 같은 배열형 탐촉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에너지가 탐촉자의transducer[4.4] ,

양방향으로 전파한다는 것이고 탐촉자의 주파수 특성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고,

동조 수신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 연구에.

서는 기법이 고안되었었다 이 방법은 같은 위상의 파를synthetic phase tuning[4.5] .

미리 설정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가진시키고 파의 보강간섭을 통해서 원하는 모드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원하지 않는 모드의 에너지는 상쇄시켜 탐지할 방향의 전파음압

을 강하게 보내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법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신. SPT noise

호로 인하여 결함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의 음압세기가 낮아 결함과 의 신호를noise

분리하기 위한 분석이 복잡하고 결함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배열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기법에서의 문제점인 결함에. SPT

대한 반사 신호의 집속효율을 높이고 위해서 기법 의 이론을Time Reversal [4.6-4.13]

바탕으로 결함에 반사되어오는 신호의 정밀한 탐지가 가능한 기법의 알고리즘이 고안

되었다.

복잡한 형상의 비등방성 피검체의 결함을 비파괴학적으로 탐지하고 이미지로 구현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ferma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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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ducer[4.14], multi-element transducer array 와 같은 탐촉자를 이용하는[4.14]

기법이 제안된 바 있으나 피검체 형상에 대한 사전지식과 음압에 따른 초음파속도,

변화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로.

adaptive focusing technique가 있다 이 기법은 배열탐촉자에 수신되는 노이즈[4.15].

의 음압보다 결함에 의해 산란되는 음압이 높을 때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만 티타늄합,

금 주물재료 혼성재료 등과 같은 비등방성 피검체에서의 미세조직에서는 결함신호, ,

에 비해 노이즈 신호의 음압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적합 집속기법의 효율이 낮아지

게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시간역전. (time reversal technique 기법은 적합집속기법과)

같이 집속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나 피검체에서 음파전파의 시간에 대한 불변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시간역전 원리에 의한 음파의 집속과정은. N 개의

배열탐촉자 중에서 한 요소를 가진시키고, N 개의 탐촉자 각각의 반사신호를 수신하

게 된다 이런 과정을. N 번 수행하여 수신된 신호의 시간지연을 산출하게 되고 산출된,

시간지연을 각 탐촉자 요소에 적용하여 음파를 가진시킴으로 결함신호의 에너지 집속

을 이룰 수 있게 된다[4.15].

가 을 이용한 시간역전 모델링 실험. FEM

배열유도초음파의 기법의 적용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Time Reversal 2D FEM

한 를 통한 기법의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Bulk wave . Time

기법의 모델링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사Reversal 2D FEM . CyberLogic

의 프로그램으로 초음파의 탄성파 전파문제에 대한 전파과정 및Wave200Pro

신호에 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림 은 프로. 4.3.1 Wave2000Pro FEM

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 112 -

그림 프로그램4.3.1 FEM Wave2000Pro

우선 의 집속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재질이 이고 넓, Time Reversal Steel(mild)

이가 이고 높이가 이며 반지름 이 인 기공결함을 시험15 mm , 25 mm R 0.5 mm

편의 중앙에 위치시켜 모델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이므로 두께방향의. 2D FEM

성분은 무시하였다 중심주파수 인 개의 탐촉자를 이용하여 송신과 수신. 5 MHz 5

을 하도록 구성하였고 방식에 의한 집속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모델링을, DORT

설계하였다 각 탐촉자를 가진 시키기 위한 입력신호는 실제 신호의 파형으로 다.

음에 나타낸 식과 그림 에 나타내었다4.3.2 .

그림 입력파의 수식과 파형4.3.2

시험체의 경계조건을 입력하고 각 탐촉자의 첫 번째 요소부터 입력파를 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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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각 탐촉자요소에서 첫 번째 탐촉자의 입력파로부터 다섯 개의 출력 수신신,

호를 얻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에서 설명한 이론을 토대로 각 수. 2

신신호의 을 수행하게 되어Fourier Transform Transfer Matrix

을 산출하

게 되고 를 산출하게 된다 그림 와 그림, Time reversal operator . 4.3.3 (a) 4.3.3

는 번 탐촉자에서 입력파가 가진되어 각 요소별로 수신되는 과정으로 프(b) 1 2D

로그램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좌측부터 번 번 번 번 번 탐촉자로 지. 1 , 2 , 3 , 4 , 5

칭하였다.

입력파에 의해 번 탐촉자의 가진 과정(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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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된 번 탐촉자에 의해 기공결함에 반사되어 오는 과정(b) 1

그림 각 탐촉자 별로 수집되는 수신과정에 대한 모델링4.3.3

다음 그림 의 와 는 신호는 번 탐촉자에서 가진되어 번 번4.3.4 (a) (b) A-Scan 1 2 3

탐촉자로 수신된 신호이고 그림 는 번 탐촉자에서 가진되고 번 탐촉자에, 4.3.5 1 3

수신된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번 요소의 수신신호 번 요소의 수신신호(a) 2 (b) 3

그림 수신신호의4.3.4 A-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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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번 탐촉자의 입력파에 의한 번 탐촉자 수신신호의 주파수 도메인4.3.5 1 3

이런 일련의 수신신호를 얻기 위한 과정을 번에서 번 요소까지 수행하게 되고1 5 ,

입력파를 가진하여 개의 신호를 수집하였다 개의 수신신호를 이용하여25 , 25

방식에 의해 를 산출하였고 산출된D.O.R.T Time reversal operator , Time

를 통하여 결함에 대한 정보를 내재한 와reversal operator Eigenvalue

을 계산하였다 다음 그림 은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된Eigenvector . 4.3.6 D.O.R.T

와 를 나타낸 것이다Eigenvalue Eigenvector .

(a) Eigenvalues (b) Eigenvectors

그림 산출된4.3.6 Eigenvalues & Eigne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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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


∆
을 이용하여 시간지연을 계산하면 다음에 나타난 그림

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요소의 시간지연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4.3.7 .

에 첫 번째 요소의 는 초이다Time delay 0 .

그림 를 이용하여 산출된 시간지연4.3.7 Eigenvalue

번 탐촉자에서 번 탐촉자까지의 각각의 시간지연은2 5 0.02176 s, 0.02903 s,

0.02535 s, 0.008002  로 산출되었다 이렇게 획득된 시간지연 값들을 각 탐촉s .

자에 적용을 하여 모델링을 재구성하여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다음의. Fig 3.1.8

은 시간지연을 적용하여 입력파를 가진시킨 이미지로 그림 의 전파과정4.3.8 (a)

을 보면 집속이 되어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를 보면 집, 4.3.8 (b)

속된 파가 목표인 기공결함에 반사되어 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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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역전기법을 적용한 전파과정4.3.8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해 각 탐촉자의 시간지연을 적용하여 수신신호를 획득하였

다 다음 그림 는 수신된 다섯 개의 신호의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4.3.9 A-Scan .

수신된 신호는 시간지연을 적용한 수신신호이지만 신호의 집속효율을 높이기 위,

한 중첩과정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호이다matching filter .

그림 시간지연을 적용한 수신신호4.3.9

각 다섯 개의 수신신호를 시간역전 기법의 방식을 이용하여 최종 신호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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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득하였다 다음 그림 은 최종신호의 신호와 주파수 스펙트럼. 4.3.10 A-Scan

을 를 나타낸 것이다 최종 획득하게 되는 신호는(Fast Fourier Transform) .

과정을 통하여 각 다섯 수신신호의 위상을 맞추고Matched filter Coherent

중첩방법에 의해 중첩되었다summation .

그림 시간역전 기법에 의해 분석된 신호와4.3.10 A-Scan FFT

최총 수신신호의 집속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역전 기법을 적용한 신호와 적

용하지 않은 신호와의 신호의 집속효율을 비교해보았다 시간역전 기법을 적용한.

신호는 적용하지 않은 신호에 비해 다음의 관계로


×≅  

약 의 신호의 집속효율을 보여 약 배의 신호의 집속률을 보였다 이는 시540 % 5 .

간역전 기법에 의한 신호의 집속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이즈를 크게 줄,

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그림 은 시간지연을 적용하여 집속 효율을. 4.3.11

높인 수신신호와 시간지연 없이 수신한 신호의 이미지비교 하여 나타낸A-Scan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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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역전 기법에 의한 신호와 시간지연이 없는 신호의 비교4.3.11

결국 를 이용하여 시간역전 기법의 집속효과로 인해 결함에 반사되, Bulk-Wave

어 오는 수신신호의 집속효율이 높아짐을 실험모델링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배열유도초음파에 대한 기법 개발. Time Reversal

앞에서의 기법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배열유도초음파의 적용을Time Reversal

위한 모델링을 구성하였다 재질이 이고 두께 인 시험FEM . steel , 5 mm, 75 mm

편으로 두께방향의 길이 의 노치결함을 내재한 시험편을 선정하였다 배열, 3 mm .

유도초음파 발생을 위해 중심주파수가 인 개의 탐촉자를 의 인접0.5 MHz 5 3 mm

거리를 두고 배열하였다 그림 는 시험편과 탐촉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4.3.1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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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험 구성도4.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설계하였으며 배열유도초음파Wave2000Pro 2D ,

의 전파과정을 가시화하였다 다음의 그림 은 시험편의 모델링구성과 송신. 4.3.13

입력파의 수식과 파형을 나타내고 있고 입력파가 시험편의 끝단에 반사되어 오,

는 신호를 경계조건에 의해 상쇄되게 모델링을 구성하였다.

그림 실험 모델링과 입력파형4.3.13

앞에서 파로 시간역전 기법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Bulk-Wave D.O.R.T

다섯 개의 탐촉자의 순서를 정하여 번 탐촉자를 가진시켜 다섯 개의 탐촉자로1

수신을 하게 된다 시험 방법은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 Pitch-Catch .

의 그림 는 입력파를 단일 탐촉자에서 가진하여 다섯 개의 탐촉자로4.3.14 (a)-(c)

수신하게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에서 입력파가 가진되고 에서 노치결(a) , (b)

함에 산란되고 에서 수신탐촉자로 수신되는 과정을 순서로 나타냈다,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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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의 과정(a) Firing

노치결함에 반사되어오는 과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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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탐촉자로 수신하는 과정(c)

그림 초기 수신신호 획득 과정4.3.14

수신된 개의 신호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두 그룹의 모드가 결함에 반25 A-Scan

사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파수 스펙트럼인, FFT(Fast Fourier

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의 중심주파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Transform) 0.5 MHz

할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 에서 두 그룹의 모드가 발생되고 의. 4.3.15 , 0.5 MHz

중심주파수를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의 과정과 같은 모델. 3.2.3

링으로 부터 획득된 개의 수신신호는 시간역전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즉 시25 ,

간지연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링이며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모델링, D.O.R.T

이다 가진된 유도초음파에 의해 결함에 반사되어 온 개의 수신신호로 시간역. 25

전 기법의 시간지연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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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지연 없이 수신한 신호의 신호와4.3.15 A-Scan FFT

본 모델링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개 수신하였고 시간역전 기법의A-Scan 25 ,

방법에 의해D.O.R.T Time Operator(  를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정을Matlab SVD(Sigular Value Decomposition method)

통해 시간역전 기법의 중요 인자인 과 를 획득하게 되었Eigenvalues Eigenvectors

다 장의 시간역전 기법의 원리에 따라 와 는 결함에서. 2 Eigenvalue Eigenvector

반사되어 오는 신호의 개수와 동일하게 산출되고 산출된 는 결함에, Eigenvector

서 산란된 신호의 위상과 진폭의 정보를 내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값이 결함신호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된 의Eigenvalue , Eigenvalue

과 를 선정하여 모델링을 재구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그림#1 #2 . 4.3.16

은 를 통해 산출된 와 를 나타낸 것이다Time operator Eigenvalues Eigenvectors .

그림 산출된 와4.3.16 Eigenvalues Eigen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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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역전 기법의 집속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시간지연 방법에 의한 수

신신호의 비교하여보았고 일반적인 시간지연 방식의 각 탐촉자의 입력가진 시간,

( 는 다음의 그림 에 나타낸 관계로 산출된 시간지연을 적용하였다) 4.3.17 .

 음압의속도
인접요소의거리

그림 일반적인 시간지연 방법4.3.17

다음 그림 은 번 번 일반적인 시간지연방식 에4.3.18 #1 , #2 , (Conventional method)

대한 다섯 개의 탐촉자별 시간지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이는바와 같이 일.

반적인 시간지연방식에 의한 시간지연은 선형적인 반면 가장 높은 번의, #1

의 값을 이용하여 과정을 거쳐 계산된 시간지연은 비선형적이Eigenvalue SVD

다 또한 다음으로 큰 값인 번의 시간지연은 일반적인 시간지연방. Eigenvalue #2

식으로 산출된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미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를 이용한 시간지연과 일반적인 시간지연에 의한 관계4..3.18 #1 #2 Eige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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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역전 기법에 의한 의, #1 #2•

의 값을 이용한 시간지연과 일반적인 시간지연에 의한 값을 이용하Eigenvalues

여 모델링을 재구성하였고 모델링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는 일, . 4.3.19 (a)

반적인 시간지연방식으로 산출된 시간지연을 적용한 모델링의 전파과정으로 가

진되고 수신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는 가, 4.3.19 (b)

진된 입력파가 노치결함에 산란되어 반사되는 과정의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는 노치결함에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수신하는 모델링4.3.19 (c)

과정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입력파 과정(a) F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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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결함에 반사되어 오는 과정(b)

수신신호를 획득하는 과정(c)

그림 방식의 시간지연과 일반적인 시간지연의 비교를 위한 모델링4.3.19 D.O.R.T

방법에 의해 과 의 로 산출된 시간지연을 적용한 모델링D.O.R.T #1 #2 Eigenvalue

의 각 개의 수신신호는 과정과 과정을 통해5 Matched Filter Coherent Summation

최종신호로 획득되었다 집속효율을 확인과 번과 일반적인방식에 의한 시간지. #2

연의 수신신호의 비교를 위해 선정된 의 시간지연에 의해 획득하게 되는#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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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신신호와 일반적인 시간지연 방법에 의해 수신된 최종신호를 다음의 그

림 에 비교하여 보았다4.3.20 .

시간지연이 없는 수신신호 일반적인 시간지연 적용 수신신호(a) (b)

시간지연적용 신호 시간지연적용 신호(c) #1 (d) #2

그림 방식과 일반적인 시간지연방식의 수신신호4.3.20 D.O.R.T

최종 수신신호를 확인한 결과 배열유도초음파의 두 가지의 모드가 결함에 의해,

반사되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법에 의한, D.O.R.T #1 Eigenvalue

의 값으로 획득된 최종수신신호와 일반적인 시간지연으로 획득된 수신신호와의

집속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 관계로 인한 결과 에 의. Peak-to-Peak #1

해 획득된 신호의 집속율이 일반적인 시간지연기법에 의해 수신된 신호보다 약

의 높은 음압의 집속효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18 % . #2

의 값을 이용한 최종신호와 일반적인 시간지연방식에 의한 수신신호Eigenvalue

의 집속율은 에 의한 수신 집속율이 약 로 나타남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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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의 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












≅  

이와 같은 결과로 의 크기가 큰 값일수록 결함에 대한 정밀한 정보Eigenvalue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필요 없는 신호인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와 의 신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3.20 (c) (d) A-Scan

의 선정에 따라 모드의 집속효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Eigenvalue

하였다 그림 의 신호를 보면 두 그룹의 모드 중 두 번째 모드의 집속. 4.3.2 (c)ㅐ
효율이 앞의 모드보다 높아 진폭의 크기가 두 번째 모드에서 가장 높은 로Peak

측정되었고 그림 에서는 반대로 첫 번째 그룹의 모드에 진폭의 가, 4.3.20 (d) Peak

높은 것으로 측정되어 선택적 모드선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함을 뜻하고 모드의 분석이 필요함을,

뜻한다.

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개발 기법 검증.

배열유도초음파를 이용하여 결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유도초음파의 발생모드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시험체의 두께와 배열유.

도초음파의 중심주파수를 이용하여 발생시킬 모드의 위상속도를 산출하고 이 위

상속도를 이용하여 각 요소에 적용할 시간지연을 계산하고 이 시간지연을 각 탐,

촉자에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한 배열유도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앞에서 시간역전 기법과 일반적인 기법의 결함신호의 집속률을 비교,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역전 기법의 선택적 모드선정 가능성과 효율성을 알아,

보기 위해 다양한 위치의 결함에 대하여 모델을 설계하여 두 방법에 대한 결함

신호의 집속률과 모드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은 수치실험. 4.3.21

을 위한 모델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 에 보인 것과 같이 중심주. 4.3.21

파수가 인 탐촉자 개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인접거리가 를 이0.5 MHz 5 2.5 mm

루게 배열탐상을 구성하였고 시험체는 두께 길이 의 강판을 선정4 mm 120 mm

하였다 그리고 시험체 상부 표면과 중앙 위치에 의 노치결함을 위치시. 1.4 mm

켰다 일반적인 집속방법과 시간역전 기법의 방법의 모델링 시험을 앞. 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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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각 모델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배열유도초음파검사 개략도Fig 4.3.21

표면 결함 내부 결함 표면결함과 내부 결함(a) (b) (c)

표면결함에 대한 시뮬레이션 평가o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집속방법에 의해 결함에 민감한 모드의 시간

지연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상속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시험체의 조.

건에 민감한 모드를 찾기 위해서는 배열탐촉자의 각 한 개의 요소의 입력파를

발생시켜 각 요소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여야 된다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여 일반STFT ,

적인 집속 방법을 위한 모드를 선택하였다 그림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4.3.22 표

면결함에 대하여 민감한 모드는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A0 ∙ (  는

0.5 MHz ,  는 에 일치하는 위상속도를 분산선도를 이용하여 결정하였4 mm)

다 그 결과. ∙ 값이 일 때 모드의 위상속도는2 A0 2710  이며 일반적

인 집속방법을 위한 시간지연은 0.923 로 계산되었다 실험조건에 대하여.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시간지연을 산출하기 위해 인접 요소의 응답 신D.O.R.T

호를 배열탐촉자를 이용하여 수신하였고 그림 는 배열탐촉자의 시간지, 4.3.23(a)

연이 인 입력신호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나타낸다 여기서 그림 에서0 . 4.3.23(a)

산란된 신호로 부터 유도초음파의 결함반사 모드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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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림 에 수신된 유도초음파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4.32.3(b)

다 주파수 스펙트럼의 값을 이용하여 를 산출하고. time reversal operator SVD

과정을 통해 와 를 도출한다eigenvalue eigenvector .

(a) (b)

그림 표면 결함에서 산란되는 배열유도초음파 분석4.3.22

유도초음파의 그림 의 표면결함에서의 위상속도의(a) STFT Image (b) 3.21(a)

분산선도

(a) (b)

그림 단일 유도초음파의 신호 주파수 스펙트럼4.3.23 (a) A-scan (b)

그림 는 표면결함에 대한 기법의 와 를 나. 4.32.4 D.O.R.T eigenvalue eigenvector

타내며 그림 에 보이는 결과로부터 중요 는 시험체의 결함의4.3.24(a) eigenvalue

개수와 같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는 중요 에 대한. . 4.32.4(b) eigenvalue

를 나타내며 이 값으로부터 위상각을 계산하여 방법에 적용eigenvector D.O.R.T

될 각 요소별 시간지연을 계산하였다 그림 는 일반적인 집속방법의 시간. . 4.3.25

지연과 방법의 시간지연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만 존재하고 있D.O.R.T

음을 확인하였다 획득된 이 두 방법의 시간지연을 이용하여 표면 노치결함을 내.

재한 실험모델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수신하였다 그림 은 표면 노치결함. . 4.3.26

에 대하여 두 방법에 의해 결함의 최종신호를 획득한 것으로 그림 는 일4.3.26(a)



- 131 -

반적인 집속방법에 의한 결함신호를 나태내고 는 방법에 의한4.3.26(b) D.O.R.T

결함신호를 나타낸다 그림 의 신호를 분석하여 두 방법에 의한 유도초음. . 4.3.26

파는 표면노치결함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파형구조를 지닌 모드를 발생하여A0

결함에 집속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법에 의한 집속률이 일반적인, D.O.R.T

집속 방법에 의한 집속률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방18.8 % . D.O.R.T

법은 일반적인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위상 속도와 결함의 정보 없이 주어진 결

함에 민감한 모드를 선택적으로 발생시켜 집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eigenvalues (b) eigenvectors

그림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와 값4.3.24 SVD eigenvalue eigenvector

그림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시간 지연 과 방법으로4.3.25 (dashed line) D.O.R.T

계산된 시간 지연(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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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al method (b) D.O.R.T method

그림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모사한 유도초음파 신호4.3.26

내부결함에 대한 시뮬레이션 평가o

시편의 중앙에 위치한 내부결함에 민감한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한 개의 탐촉자를 가진하여 결함에서 반사된 유도초음파 신호를 개5

의 탐촉자로 수신하였고 그림 의 분석을 통해 내부결함에 대해4.3.27(a) STFT

민감한 모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험편의 중앙에 위치한 내부결함에 대해서.

는 모드가 민감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군속도 분산선도 의 비교 분석을S0 , STFT

통해 확인하였으며 모드를 발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집속방법의 시간지연을S0

계산하였다 주어진 실험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집속방법의 시간지연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상속도 분산선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그 결과 모드의 위상속도는, ,

4.909  로 인접 요소간의 시간지연은 0.509  로 결정하였다.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지연을 산출하기 위해 앞서 실행한 절차과정D.O.R.T

을 수행하였다 시험편 중앙에 내재한 내부결함에 대하여 인접 탐촉자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가진시켜 수신한 개의 신호를 통해 산출된25 time reversal operator

의 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이 을 이용하여eigenvalue 4.3.27(b) . eigenvalue

방법의 시간지연이 계산되고 그림 에 일반적인 방법의 시간지연과D.O.R.T 4.3.28

비교하였다 본 실험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의 시간지연과 방법의. D.O.R.T

시간지연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 두 시간지연의 값을 적용하,

여 수치실험을 재실시하여 두 방법에 의한 결과 신호를 습득하였다 그림. 4.3.29

는 두 방법에 의해 수신된 유도초음파 신호를 나타내고 이 신호로부터 모드S0

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에 내재한 내부결함에 대해서는 두. ,

방법의 집속률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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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초음파의 값(a) STFT Image (b) eigenvalue

그림 내부 결함에서 산란되는 배열유도초음파 분석4.3.27

그림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시간 지연 과 방법으로4.3.28 (dashed line) D.O.R.T

계산된 시간 지연(solid line)

(a)conventional method (b) D.O.R.T method

그림 두가지 다른 방법으로 모사한 유도초음파 신호4.3.29

내부 및 표면결함에 대한 시뮬레이션 평가o

시험편 중앙에 위치한 내부결함과 표면결함을 동시에 내재한 경우에 민감한 모

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요소의 신호를 가진시켜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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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개의 탐촉자 신호의 분석을 통. . 4.3.30(a) STFT

해 내부결함과 표면결함에 대하여 각각 모드와 모드가 발생되고 있음을S0 A0

확인하였다 실험조건에 대한 모드가 확인되면 일반적인 집속 방법을 위한 시간.

지연을 산출할 수 있으며 위상각을 이용해 계산한다 방법을 적용하기. D.O.R.T

위해 인접 요소들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를 산출하여time reversal operator

를 계산하였다 두 개의 결함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그림 에 보eigenvalue . 4.3.30(b)

이는 것과 같이 두 가지의 중요 과 으로 도출되고 있음을eigenvalue "#1" "#2"

확인할 수 있었고 내부결함과 표면결함에 대하여 각각 가 과 에eigenvalue #1 #2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결함에 대한 일반적인 집속방법의 시간지연과.

방법의 각 결함의 에 대한 시간지연을 산출하여 모델 조건에D.O.R.T eigenvalue

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유도초음파 결과신호를 획득하였다 그림. . 4.3.31(a), (b)

는 내부결함에 대한 일반적인 집속방법과 방법에 의해 수신된 결함반사D.O.R.T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는 표면결함에 대한 결함반사 신호를 보여주고(c), (d)

있다 신호로부터 임베디드 결함에 대하여 모드의 유도초음파가 두. (a), (b) S0

방법에 의해 집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호로부터 표면결함에 대하여(c), (d)

모드가 집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의 집속률이 거의 차이가A0 . (a), (b)

없는 반면에 의 집속률은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에 비하여 약(c), (d) D.O.R.T

로 진폭이 향상되어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19.8 % .

생모드가 로 각 결함에 대하여 다르게 발생되지만 방법은 특정S0, A0 , D.O.R.T

결함에 대하여 일반적인 집속방법에 비해 집속률이 높게 측정되고 결함의 정보

와 조건에 대한 모드분석 없이 결함에 대하여 유도초음파 모드를 선택적으로 발

생하여 집속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도초음파의 값(a) STFT Image (b) eigenvalue

그림 표면 결함과 내부 결함에서 산란되는 배열유도초음파 분석4.3.3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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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내부결함 과 표면결함 에서 산란되는 신호를 일반적인 방법 과4.3.31 (a,b) (c,d) (a,c)

방법을 이용하여 모사한 유도초음파 신호D.O.R.T.(b,d)

시간역전 기법의 알고리즘 검증 실험2.

가 실험장치 및 구성.

알루미늄 판재에서 뿐만 아니라 스테인레스 배관에서의 배열유도초음파의 전파

를 알아 보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에 보, 4.3.32 . 4.3.32

인 것처럼 배열 유도초음파 시스템에는 채널 초음파 펄서 리시버와8 / , D.O.R.T.

방법으로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를 각각의 탐촉자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탐촉자에서 받은 신호들. inter-element pitch-catch

을 취합하여 각각의 탐촉자에 적용하여야 하는 시간지연을 구하는 프로그램과

비선형적으로 시간 지연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신호를 송 수신 할 수 있는 초. •

음파탐촉자가 필요하다.



- 136 -

그림 배열 유도초음파 시스템의 개략도4.3.32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배열유도초음파 최적시간지연 산정기술을 적용하기 위하

여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 정밀제어 시간지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4.3.33 .

구를 통해 개발된 배열유도초음파 시간지연 제어 시스템은 각 채널의 발Pulse

생시간을 최소 단위로 비선형 시간지연 제어가 가능하고 총 개의 채널까10ns , 32

지 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시간역전 프로그램은 각각의 탐촉자.

에서 받은 신호들을 취합하여 각각의 탐촉자에 적용하inter-element pitch-catch

여야 하는 시간지연을 계산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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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지연 제어시스템(a)

시간지연 제어 프로그램(b) 시간 역전 프로그램(c)

그림 배열유도초음파 정밀 제어 시스템4.3.33

나 알루미늄 판재의 결함. 시간역전 기법의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배D.O.R.T

열유도초음파의 집속과 선택적 모드를 발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앞에서 다양한 모델링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실제 실험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에 보이. 4.3.34(a)

는 것과 같은 두께의 알루미늄 판재 시편을 사용하였고 그림 의 배열 초1 mm , 4.3.34(b)

음파 탐촉자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초음파 탐촉자는 압전소자의 크기가. 5×10 mm

이고 크기는 사각탐촉자이고 중심주파수가 의 사의 제품이다12.5×7.5 mm , 1 MHz TKS .

(a) (b)

그림 알루미늄 판재 초음파 탐촉자4.3.3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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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험 수행4.3.35

모델링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확인할 때와 같이 실험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시

뮬레이션 실험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배열 탐촉자를 개를 사용하였으며 번. 4 1

탐촉자에서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각 채널의 탐촉자에서 끝단의 반사 신호를

수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탐촉자 번에서 번까지 수행하여 개의 신. 1 4 16

호를 수집하였다 그림 은 배열유도초음파의 진행방향과 각 탐촉자의 순서. 4.3.36

를 보이고 있다.

그림 실험 수행의 개략도4.3.36

일반적인 집속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급한바와 같이 유도초음파의 모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에 보이는 분산선도를 이용한 모드를. 4.3.37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험조건에서 발생되는 모드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된다 그림 은 시험조건에서 발생되는 모드의 를 나타낸 것이며. . 4.3.38 STFT

방법에 의해 의 거리에서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여 일반적인pitch-catch 10 cm

집속방법에 적용할 모드를 선정하였다 모드와 모드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 A0 S0

인할 수 있으며 중심주파수 의 모드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1 MHz

다 여기서 모드는. S0 5.162 의 군속도와 5.347 의 위상속도를

지니며 모드는, A0 3.230 의 군속도와 2.335 의 위상속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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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따라서 그림 의 시간 축에서 위에 군집된 모드가 모드이며 상. 4.3.38(a) S0

대적으로 아래에 위치한 군집모드가 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모드의A0 S0

위상속도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집속방법의 시간지연을 산출하였다 그림.

는 모드의 위상속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일반적인 집속방법의 시간지4.3.38(b) S0

연을 나타낸다 여기서 인접요소의 중심거리는 이고 시간지연은. , 7.5 mm 1.397

로 계산되었다.

위상속도의 분산선도 군속도의 분산선도(a) (b)

그림 알루미늄 판재에서의 유도초음파 모드분석4.3.37

(a) (b)

그림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시간지연4.3.38 (a) STFT image (b)

시간역전 기법의 방법의 시간지연을 계산하기 위해 그림 에 보D.O.R.T 4.3.39(a)

인 개의 신호를 수집하였다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모드의 신호를 이용하였16 . S0

으며 이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과 를 산출하eigenvalue eigenvector

였다 그림 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그림 은 와. 4.3.39(b) , 4.3.40 eigenvector

를 나타낸다 중요 를 이용하여 방법의 시간지연을eigenvalue . eigenvalue 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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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다 그림 은 방법에 적용되는 시간지연을 일반적인 방법. 4.4.41 D.O.R.T

의 시간지연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35 40 45 50 55 60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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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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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time(µs)

V

(a) (b)

그림 수집된 개의 신호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4.3.39 (a) 16 A-scan (b)

(a) eigenvector (b) eigenvalue

그림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와 값4.3.40 SVD eigenvector eigenvalue

그림 과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한 시간지연4.3.41 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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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두 방법의 시간지연을 다채널 펄서 리시버에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의 신호 개 씩 수집하였고 과정과D.O.R.T 4 matched filter

과정을 통해 최종신호로 도출되었다 그림 와 그림coherent summation . 4.3.42

은 두 방법에 의한 최종신호를 나타낸다 이 신호를 분석한 결과 집속률은4.3.43 . ,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최종신호보다 방법에 의한 신호가 약 로 높D.O.R.T 19 %

게 측정되어 시뮬레이션 실험에 대한 결과와 같은 경향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방법 방법(a) (b) D.O.R.T

그림 수신된 유도 초음파의 신호4.3.42 A-scan

일반적인 방법 방법(a) (b) D.O.R.T.

그림 4.3.43 STFT images

다 스테인레스 배관내의 결함.

본 연구를 통해 개선한 다채널 초음파 펄서 리시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

그림 과 같이 단일 탐촉자 중심 주파수 압전소자의 크기4.3.44 ( 0.5MHz, 12.5mm

를 이용하여 장거리 배관 재질 스테인레스강 길이 에 대한 단일x 25.4mm) ( : ,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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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초음파 실험을 수행하였다 개선된 다채널 펄서 리시버를 이용하여 배관의. /

끝에 탐촉자를 대고 길이 의 스테인레스 배관의 끝단에서 반사되는 신호를6m

법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림 는 스테인레스 배관의 끝단에서Pulse-echo . 4.3.44

반사되는 신호를 받기 위한 초기 실험의 개략도와 끝단에서 반사되어 수신한

신호를 나타내었다A-scan .

수신한 신호의 모드 분석을 위하여 을 이용하여 작성한 직경MATLAB 50.8mm ,

두께 인 스테인레스 배관의 와 의 분산선도4.5mm Phased velocity group velocity

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을 통해 수신한 단일채널 유도4.3.45 . Pulse-echo

초음파 신호를 을 이용하여 모드 분석을STFT(Short Time Fourier Tranform)

수행하여 얻은 그림 의 와 을 이용하여 얻은 분산선4.3.46 STFT Image MATLAB

도 그림 를 비교하여 보면 배관의 끝단에 반사되어 온 단일유도초음파 신( 4.3.44)

호에서는 모드와 모드가 전파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L(0,1) L(0,2) .

(a)

(b)

그림 단일유도초음파 실험의 개략도 수신된 신호4.3.44 (a) (b) A-scan



- 143 -

위상속도 분산선도(a) 군속도의 분산선도(b)

그림 을 이용하여 얻은 직경 두께 스테4.3.45 MATLAB 50.8mm, 4.5mm

인레스 배관에서의 분산선도

그림 배관에서 수신한 신호의 유도초음파 모드 분석4.3.46

배관에서 배열 유도초음파의 모드분석을 위하여 그림 과 같이 배열 유도4.3.47

초음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초음파 탐촉자는 그림 와 같이 입사각이. 4.3.47 (b)

인 를 제작하여 배관의 원주 방향으로 씩 간격으로 총 개의 탐촉70o Wedge 90o 4

자를 배관에 장착하였다.



- 144 -

.

실험의 개략도(a)

실제 실험 장치 사진(b)

그림 시간역전기법 실험적 검증을 위한 배열 유도초음파 시스템4.3.47

각각의 탐촉자에 적용시킬 시간지연을 계산하기 위해 관통 홀 직경 에 집( : 4mm)

속하기 위한 총 개의 신호를 수집하였고 수집된16 inter-element pitch-catch , 16

개의 신호를 시간역전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에 입력inter-element pitch-catch

하여 최적 시간지연을 계산하고 계산된 최적시간지연 값을 이용하여 배열유도초,

음파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는 총 개의 신. 4.3.48 16 inter-element pitch-catch

호를 수집하여 모두 합친 후에 를 이용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여 나타FFT

낸 것이고 그림 은 시간역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된 각각의 탐촉자에, 4.3.49

적용시켜야 할 시간지연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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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an Signal 주파수 스펙트럼(b)

그림 관통 홀에 대한 신호4.3.48 inter-element pitch-catch

그림 시간역전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시간지연4.3.49

개발된 배열유도초음파 시스템과 배열유도초음파 시간지연 산정기술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강 배관에 존재하는 관통 홀에 유도초음파를 집속시킴으로써 얻은 신

호와 를 구하여 그림 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STFT Image 4.3.50 4.3.51 . 4.3.50

과 그림 을 비교하여 시간 지연을 적용한 배열유도초음파 신호와 시간지연4.3.51

을 적용하지 않은 배열유도초음파 신호의 모드 분석 및 진폭의 크기를 비교하였

다.

그림 은 배관에서 전파하는 유도초음파의 모드분석을 결과를 나타내고 있4.3.51

다 시간지연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스테인레스 배관에는 모드와. L(0,4) L(0,6)

모드가 전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시간지연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모. L(0,4)

드와 모드가 전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모드의L(0,6) , L(0,4) Amplitude

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모드의 가 의. L(0,4) Group velocity L(0,6)

보다 빨라서 이를 선택적으로 증폭 시켰기 때문이다Group velo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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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지연 미적용(a) 시간지연 적용(b)

그림 관통 홀에 대한 배열유도초음파 신호4.3.50 A-Scan

시간지연 미적용(a) 시간지연 적용(b)

그림 관통홀에서 산란되는 유도초음파의 모드 분석4.3.51

그림 에 나타난 것 처럼 수신된 신호의 진폭을 비교 하여 보면 시간지연을4.3.52 ,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는 이고 시간지연을 적용Peak Amplitude 0.3588mV ,

하였을 경우 최대 는 약 이므로 시간지연을 적용하였Peak Amplitude 0.6036mV ,

을 때 보다 진폭이 약 의 효율이 증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70% .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시간역전 기법의 방법은 일반적인 집속 방법에D.O.R.T

서 필요로 하는 선행정보인 결함 및 분산선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도 모드를

집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속률이 일반적인 방법에 비하여 월등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선택적 모드선정과 집속률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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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 지연 적용 유 무에 따른 결함 신호4.3.52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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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네트워크5 기반 원격 검사 기술 개발

제 절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검사 시스템 개발1

연구개요1.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압력 용기 배관 증기발생기 모터 펌프 등 다양한 기기들, , , ,

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요소로서 원전 운전 중.

상시 감시와 기간 동안의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Over-hall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원전기기 건전성 진단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실용화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개발은 지난 수십, .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기반 과학 기술의 부족으로 현실화 되지 못한 기술들도 있

었으며 그 중 하나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검사 기술이었다, .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전기기 원격 검사를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 망 초고속 컴퓨,

터 프로세서 및 네트워크 관련 장비가 필요하나 이러한 기술은 근래 들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과제에서는 원전기기의 감시부터 진단에 이르는 검사 절차를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원격에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단계에서는 원격 제. 2

어 원격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로 초음파 탐상 로봇과 제어봉 지지핀,

검사 로봇의 원격 검사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이번 단계에서는 원격 감시 및 데, 3

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단계에서 구현한 원격 시스템들의 성능을 시2-3

험하였다.

단계의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전기기 원격 검사와 검사 데이터의2-3

온라인 공유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감시 데이터의 실시간 원격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원전 원격 케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국산화 할 예

정이다.



- 149 -

그림 원전 원격 케어 시스템 체계도5.1.1

그림 은 원전 원격 케어를 위한 시스템 개념도이다 무선 센서 기반의 신개념5.1.1 .

감시망을 구축하여 원전 차 기기의 상시 감시를 수행하면서 감시 데이터를 원격1,2

지 진단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여 처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과 동시에 전,

문가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결국에는 자동화된 원격 검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번 과제를 기반으로 향후 원전 혁신 분야 과제에서 개발될 예.

정이다.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원격 감시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3 ,

를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된 를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였다 는 원LPMS . LPMS

전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에서 원전기기의 이상 신,

호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원격 웹 브라우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술과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상 신호 진단 자료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접근 기술

을 구현하였다 또한 단계에서 개발한 원격 시스템의 성능을 차례대로 시험하. 2-3

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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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검사 시스템 구축 방법2.

원격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지 방법을 이용하2

였다 첫째는 웹과 자바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 진단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 /

고 두 번째는 기반 시스템 간에 원격 터미널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MS Windows

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정밀한 실시간 원격 검사를 위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는 못하는 기법이지만 웹과 자바를 이용한 원격 검사 시스템 구축방법이 두 번째,

방법에 비해 복잡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웹과 자바를 이용한 원격 검사 시스템 구축 방법.

월드 와이드 웹 은 유럽의 입자물리학연구소(WWW) (CERN:the European

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 및 자료의Laboratory for Particle Physics)

효율적인 공유를 목적으로 년 월 의 제안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1989 3 Tim Berners

어 개발되었으며 개발 이후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메뉴 방식으로, WWW .

서비스를 하던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웹은 문서 활용에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징으로는 첫째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사용 도, .

구의 단점이라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이용 도구마,

다 그 사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웹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

의 통합된 접속도구의 역할을 하여 기존 프로토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문서는 하이퍼텍스트 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 단어에 대해 관련, (Hyper Text)

된 다른 문서를 지정하는 포인터 가 존재하여 사용자는 하이퍼텍스트를 이(Pointer)

용하여 한 정보와 연결된 다른 자세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상에서 생겨나는 가상의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능동적 참여를 꾀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피동적인 자세를 지녔던 일반 사용자들이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이제는 정보의 공유자와 제공자라는 능동적인 자세로 인터넷 사용을 꾀하게

되었다.

넷째 웹은 인터넷에서의 분산된 정보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웹의 경우는 각종 정, .

보들이 실제로는 여러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버들이 전체적인 레이아웃

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Layout) , .

함으로써 정보 제공 서버의 과중한 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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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일반 텍스트 형태의 문서 그림 음성 그리고 동화, , , ,

상 등의 각종 자료들을 인터넷 주소 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적(URL)

으로 관리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자바는 월드와이드웹 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WWW)

아주 특별한 언어로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자바는 인터프리터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여러 운영 체

제에서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서. /

로 다른 기종간의 응용처리에 있어 매우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다양한 운영.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 자바 컴파일러는 바이트 코드 다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플랫폼에 효율적으로 코드를 전송하기 위해 설계된 아키텍쳐 중립적인 중간 형

태 를 생성한다 자바는 바이트 코드를 이용한 인터프리팅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클) .

라이언트에 설치된 웹 브라우저 내에 탑재된 자바 가상 기계(Java Virtual

만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제공하는 바이트 코드로 손쉽게 서버와 접촉할Machine)

수는 있으나 그 만큼 수행 준비와 속도에 있어서는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시,

간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자바에서는 애플릿 같이 인터페이스를 웹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아 클라이언트 쪽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법과

와 같은 동적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기법들을 제공한다JSP(Java Server Pages) .

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동적인 웹 사이트 개발 언어로서 와 같JSP , ASP, PHP, CGI

은 서버측 스크립트 언어이다 웹 사이트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바. HTML,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이 되는 반면에 는( ) JSP

서버에서 실행되고 실행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해 준다 클라이언트에서 웹, .

서버에 파일을 요청하면 웹 서버는 를 서블릿 으로 만든 다음에 해JSP JSP (Servlet)

당 서블릿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준다 즉 도 결국은 자바 언. JSP

어로 변환이 된다.

그러나 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시스템에JSP .

서 로봇이나 센서를 작동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작동하기 위해 제공되는

드라이버들이 자바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필요한 모.

든 드라이버를 자바로 새로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라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JNI(Java Native Interface)

로그램을 자바 처럼 바꾸어 사용하는 기법을 제공한다DLL .



- 152 -

웹과 자바의 특성을 이용하면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웹과 자바도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웹과 자바는 서로 다른 기. .

종의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현재까지는 가장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시간 개념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웹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 .

는데 네트워크의 물리적 시간 지연 현상과 웹 서버의 처리 시간으로 인해 실시간

접근은 불가능하다 자바 또한 인터프리팅 언어로 실시간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

따라서 원격 제어와 관련된 용도로 웹과 자바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격 시스

템 자체가 실시간 개념 체계여서는 곤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검사 장. ,

비가 여러 개의 서브 장비들로 구성되어있으면서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와 통신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검사 장비를 이루는 서브 장비들과 서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서브 장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연 현상 때문에 시스템 자

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더구나 서브 장비들 간에 실시간 개념으로 제어를 주고 받.

아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유하는 통신은 불가능해진다.

원격 시스템을 구현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웹과 자바 환경

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 장비를 구성하는 서브 장비들 간에 직접 통신을 하

도록 설계해야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에 응답하는 시간,

동안에 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만 한다 만일 검사 장비 전체가 완전한 실시간 개념을 요구한다면 네트워크로 접.

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므로 웹과 자바를 이용하여 구현한다는 것은 포

기해야한다.

나 시스템간의 원격 시스템 구축 방법. MS Windows

부터는 원격터미널이라는 개념을 제공한다 원격터미널 서버를MS Windows 2000 .

설치한 윈도우즈 를 터미널 클라이언트 를 설치한 윈도우즈 에서 접근하PC S/W PC

는 개념으로 서버 를 완전히 클라이언트 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PC PC .

상에서 을 이용하여 터미널 상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작업을 수행하는UNIX Telnet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원격터미널은 서Windows 2000

버의 화면 자체를 클라이언트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터미널과. X-Window

그 개념이 더 비슷하다.

원격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서버나 클라이언트 모두 기반Windows Windows

를 사용해야만하고 서버를 통째로 열어주는 상황이 생기므로 보안에 심각한 문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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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 상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원격터미널 기능을 이용해 사Windows

용할 수 있다 다만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가 조금씩 달라져 이. Windows O/S

전 버전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언어의 메소드들이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이는 에서 아무 문제없이 수행되던 게임 프로그램들 중 일부가Windows 98

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Windows 2000 .

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접 알게된 것은 이런,

문제가 쪽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I/O .

시스템이 외부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초기에 이나 인Windows Polling

터럽트 개념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버전이 올라가면서 의 이벤트 핸들링X-Window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었다 프로그래밍을. MS Windows

하게되면 대부분 리소스에 대해 이벤트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핸들링의,

방식이 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된다O/S .

에서 잘 수행되던 통신 프로그램이 에서는 전혀 동작되Windows 98 Windows 2000

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가 업그레이드되면서 통신에 필요한, Windows O/S

핸들의 사용 방법이 변한 것이 이유였다 의 경우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Visual C++

설명에 에서 사용할 때와 그 이하 버전의 에서 사용할 때 달라지Windows 2000 OS

는 메소드들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정의가 되어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는 코드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와 같이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이벤트를 핸들링 하는 부분에서 발생하게I/O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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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시스템 설계 및 개발3. LPMS

가 시스템 설계.

이번 단계 차 년도에서는 단계 과제 기간 중 개발한 시스템들의 성능 평가 도중3 1 2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얻어진 기술들을 모아 원전에서 사용 중인 의LPMS

원격화를 새롭게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기반 원격 검사 시스템 과제의 단계 연구 결과 원전 현장의 감시 진단2 / /

검사 시스템과 원격지 사용자의 컴퓨터 사이에는 이들을 연결하고 관리해주는 미들

서버를 사용하는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별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과,

자바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미들 서버에는 웹 서.

버를 장착하여 원격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한 원전 현장의 감시 진단 검사 시스템과 사용자 웹 브라우저의 인터페이스 프로그/ /

램과의 통신 관리 및 원격 감시 검사를 위한 프로시듀어의 안정된 수행을 위한 양/

방향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관리 서버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원격 체계도5.1.2 LPMS

그림 는 단계 차 년도에 개발한 원격 의 구성 체계를 보여준다5.1.2 3 1 LPMS . LPMS

의 원격 시스템화는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전에 연구 개발된 원격 시,

스템들은 검사를 위한 시스템들로 원격지 검사 수행자가 원격 검사 시스템에 한명

밖에 접속할 수 없도록 미들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한 반면 원격화는 지단, LPMS

신호의 원격 접근 및 이상 신호 발생 원격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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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미들 서버 프로그램을 새로 구현하였다 의 시스템1:n . LPMS

프로그램 수정은 매우 미미할 정도로 수행되었고 웹을 이용하여 의 데이터, LPMS

접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 장식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진단 신.

호가 발생하여 데이터 저장 이벤트가 발생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그 내용

을 반영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이상 신호로 판별 시에는 웹 브라우저에 알람을 띄우,

도록 하였다.

나 시스템 구현.

원격 시스템은 크게 세 개의 모듈로 구분된다 첫째는 와 원격지 사용LPMS . LPMS

자 사이의 미들 서버이고 둘째는 원격지 사용자의 이상 신호 온라인 감시, LPMS ,

그리고 셋째는 에서 수집된 신호의 원격 접근이다LPMS .

그림 원격 시스템의 미들 서버 메인 프로그램5.1.3 LPMS

그림 은 원격 시스템의 미들 서버에 구축된 와 원격지 사용자 사5.1.3 LPMS LPMS

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메인 프로그램 화면이다 단계에서 개발한 원격 시스. 2

템들은 제어를 기본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접속만을 허용할1:1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스템은 원격 감시와 데이터 접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 1:n

동시 접속이 가능해야만 한다 따라서 와 다수의 원격지 사용자가 연결되는. LPMS

형태를 갖는데 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개발된 이 프로, .

그램은 동시 접속 약 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에서 구현되었다 이3,000 IBM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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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원격지 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도와주고 접근 정보를 기록으로LPMS ,

남겨 로그를 간직할 수 있다.

원격지 사용자들이 원전 에서 발생하는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LPMS

기 위해서는 와 원격으로 연결하여 신호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LPMS

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림 이상 신호 발생 원격 감시 인터페이스5.1.4

그림 는 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였을 때 이를 원격지 사용자의 웹 브라5.1.4 LPMS

우저로 즉시 신호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웹 자바 인터페이스 화면이다 원격- .

시스템의 미들 서버에 접속한 다수의 원격지 사용자들은 이 화면을 이용하LPMS

여 원전기기의 이상 신호 발생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는 그 이상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저장장LPMS LPMS

치에 수집 데이터와 결과를 저장한다 원격지 전문가가 이 신호를 이용하여 자체적.

인 분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림 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저장장치5.1.5 LPMS

의 데이터를 원격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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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호 저장 장치 원격 접근 인터페이스5.1.5 LPMS

원격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는 원전 현장에 설치된 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LPMS

원격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나 본 과제에서는 현장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여 이용하는 방, LPMS

식을 취하였다 전자의 경우 향후 진행될 원전 혁신 분야 과제에서 년 안에 구현. 5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그 방법은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사,

용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의 저장 장치를 미들 서버에서 네트워크 드라이. LPMS

버를 이용하여 공유하고 미들 서버에 접근하는 원격지 사용자들의 웹 인터페이스,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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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검사 시스템의 성능 평가4.

단계와 단계 과제 수행을 통해 여러 가지 원격 시스템을 구현하였는데 단계2 3 , 3 2

차 년도에서는 지금까지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여.

기에서는 그동안 구현된 시스템들을 살펴보고 성능 테스트의 결과를 기술하도록 한

다.

가 웹을 이용한 의 원격 제어 시스템 성능 평가. RISYS

웹을 이용한 시스템 개요(1) RISYS

는 원자로 수중 초음파 탐상 시스템이다 검사 장비로 검사 로봇 레이저 위RISYS . ,

치 지시기 초음파 신호 분석 장비 그리고 이 장비들을 제어하는 중앙 제어 컴퓨터, ,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장비들과 중앙 제어 컴퓨터는 시리얼 통신을 한다, .

원격 검사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모든 장비 사이의 통신 기법을

로 바꾸어야하며 중앙 제어 컴퓨터의 제어 프로그램만이 네트워크에 사용TCP/IP ,

자의 웹 브라우저와 직접 통신하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웹과 자바를 이용하여 의 장비들을 구동하려면 몇 가지 문제점 발생한다 각RISYS .

시스템의 정보를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인식하고 다시 각 시

스템에 명령을 전달하자면 처리 속도에 따른 타이밍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 장비들을 한꺼번에 제어하기 위한 의 구성도 복잡해진다 각각RISYS GUI .

의 기능이 별도의 모듈로 구성되어 개별적으로 구동하는 조건에서는 장비 내의 여

러 구동 장치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제어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장비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이 제어 프로그램과 웹이

연동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상에 연결되어 있는 웹 서버에서 검사 장비의 중앙

제어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릿을 전송 받아 직접 검사 장비의 중앙 제어

프로그램과 통신한다 검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웹 카메라를 제공하여 실.

시간으로 검사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검사 장비 부분은 모두 계열의 프로. C

그램 언어로 구현되어있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상에 연결되어 있는 웹 서버에서 검사 장비의 중앙

제어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릿을 전송 받아 직접 검사 장비의 중앙 제어

프로그램과 통신한다 검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웹 카메라를 제공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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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검사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검사 장비 부분은 모두 계열의 프로. C

그램 언어로 구현되어있다.

이 시스템은 를 탑재한 아파치 웹 서버Windows 2000 Server IBM Pentium PC,

그리고 웹 카메라 서버를 이1.3.19, JDK 1.3, Jakarta-tomcat-3.2.1, Visual C++ 6.0,

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은 원격 구현도이다. 5.1.6 RISYS .

Camera 

control

Camera 

Equip.

Web Camera 

Server

image

Robot 

control

Server

image

UT Equip. 

control

Rx wall UT inspection system
Remote User 

Web Interface

Internet

UT Equip. Inspection Robot

그림 원격5.1.6 RISYS

의 서버에는 검사 장비들의 제어를 위한 중앙 제어 프로그램과 원격지 클라RISYS

이언트 웹 브라우저와의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그램 그리고 웹 서버가 함TCP/IP ,

께 탑재되어 있다.

그림 의 오른쪽 그림은 클라이언트 즉 원격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화면이다5.1.6 , .

그림의 왼쪽 화면은 원격 의 웹 카메라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검사 로봇의RISYS

작업 모습이며 오른쪽 화면은 를 원격 검사하기 위해 자바로 구현된 사용자, RISYS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로 그림 과 같이 구현되어있다 웹 카메라 기능은 상용5.1.7 .

웹 카메라 서버를 이용하여 제품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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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격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5.1.7 RISYS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는 통신 정보 및 검사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정보 창,

초음파 신호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본 세팅 영역 스캐닝 테스트 영역 검사 로봇, ,

과 레이저 위치 지시기 수동 이동용 제어 영역 그리고 자동 검사용 제어 영역과,

네트워크 테스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제어를 동시에 여러 명이 하면 작업에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검사 시에RISYS ,

는 한사람만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버 프로그램에서 조치를 하였다 그림RISYS .

은 의 중앙 제어 컴퓨터에 탑재된 검사 장비 제어용 중앙 제어 프로그램5.1.8 RISYS

인터페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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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앙 제어 서버 인터페이스5.1.8 RISYS

이 프로그램은 으로 구현되었다 인터페이스의 왼쪽 상단은 사용자Visual C++6.0 .

웹 브라우저 검사 로봇 레이저 위치 지시기 그리고 초음파 신호 분석 장비와의, , ,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구현되었다.

인터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정보 창은 검사 장비들 및 웹 브라우저와의 통신 데

이터 등 검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디스플레이 한다 인터페이스 화면 오른쪽은.

검사 로봇과 레이저 위치 지시기 수동 이동용 제어 영역 그리고 검사 로봇 수동,

제어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웹을 이용한 시스템 성능 평가(2) RISYS

원래의 는 울진 호기의 가동 전 검사를 수행하면서 노후화되어 목업을 이용RISYS 6

한 수중 실험도 불가능한 상황 이었다 그러나 각 장비들에 탑재된 프로세서들만을.

복원하여 그 결과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원격 실험을 수행 할 수 있었다.

성능 테스트는 검사 로봇과 레이저 위치 표시기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나 중앙 제어,

프로그램은 원격화를 위하여 새롭게 구현하였다.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부분은 원격지 웹에서 원자로 수중 초음파 탐상

장비들을 제어할 때 원격 제어로 인한 장비의 오작동 제어 불능 사태였는데 이 부,

분은 중앙 제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현하면서 오작동으로 인한 모든 처리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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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고 이를 웹 브라우저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여 해결하였다 실제 성능.

실험 결과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 부분은 중앙 제어 프로그램에서 자동

제어해주었으며 원격 제어로 인한 장비의 검사 작업 현황 파악과 같은 부분은 메,

시지와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웹을 이용한 원격 시스템은 원전기기 검사 장비의 웹을 이용한 원격 검사가RISYS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구현된 시스템이었다, .

나 원격 터미널을 이용한 원격 성능 평가. Windows RISYS

이 시스템은 원래 시스템의 중앙 제어 프로그램의 수행을 원격RISYS Windows

터미널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부터는 원격 터미널이라는 개념을 제공한다 원격터미널 서버를MS Windows 2000 .

설치한 윈도우즈 를 터미널 클라이언트 를 설치한 윈도우즈 에서 접근하PC S/W PC

는 개념으로 서버 를 완전히 클라이언트 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PC PC .

원격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서버나 클라이언트 모두 기반Windows Windows

를 사용해야만하고 서버를 통째로 열어주는 상황이 생기므로 보안에 심각한 문PC ,

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림 원격 터미널을 이용한 원격제어 시스템5.1.9 Windows

그림 의 왼쪽 주제어 컴퓨터는 검사 장비 중앙제어 컴퓨터로 원격터5.1.9 Windows

미널 서버로 세팅되어 있으며 오른쪽의 그림은 원격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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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터미널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의 화면을 그대로 띄운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에.

상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원격터미널 기능을 이용해 사용할 수Windows

있다.

이 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원격 터미널이 프로그램. Windows

반응 속도에서 장비를 원격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 지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이

다.

이 방법으로 원격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아주 쉬우나 이를 원격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다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원격 검사 시스템 성능 평가.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원격 검사 시스템 개요(1)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은 제어봉 안내관을 에 정확히 정렬 되도록 하는 역upper support plate

할을 하는 기계 부품이다 원자로 가동시 고압 고온 고속의 유체에 노출되어 변형 및 손상이. , ,

생길 수 있으며 파손시 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제어봉 인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loose part

될 수도 있다 현재 년 주기로 한 번씩 육안 및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검사 시 약. 5 .

위의 제어 시스템에서 검사장비의 초음파 탐촉자를 직경 정도의 지지핀에 밀착하20m 25mm

여 검사를 수행한다 기존의 장비는 바닥에 궤도를 설치하고 검사 장치가 궤도 위를 이동하면.

서 이동체 위에 부착된 매니퓰레이터로 지지핀을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궤도설치의 불편 할.

뿐만 아니라 검사체의 무게도 수 백 정도로 운반 및 설치 시 불편하여 초소형의 로봇을Kg

원격 제어하여 지지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로봇의 원격 제어를 위한 웹 어플리케

이션과 웹 접속을 위한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는데 그 개념은 그림, 5.1.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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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제어로봇제어

검사로봇검사로봇

LAN Internet

클라이언트컴퓨터

Web Interface

download

Robot Control

영상처리영상처리

검사서버검사서버

웹서버웹서버

Web Camera 

Server

Web Camera 

Server

그림 원격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검사 시스템 개념5.1.10

추가된 웹 어플리케이션은 검사 로봇 제어를 위한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검사,

시스템과 웹 브라우저의 명령 송수신을 돕기 위한 중앙 제어 프로그램 원격지 검,

사를 위한 웹 카메라 기능이다 중앙 제어 프로그램은 검사 장비들인 검사 로봇 로. ,

봇제어 컴퓨터 영상처리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주며 원격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 ,

저의 검사 명령을 받아 이를 검사 장비들에게 다시 넘겨준다.

다음 그림 은 중앙 제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이며 그림 는 웹 브라우5.1.11 , 5.1.12

저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5.1.11 원격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검사 시스템 중앙 제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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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원격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검사 시스템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그림 은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검사 로봇과 검사 대상물 그리고 이를 원격5.1.13 ,

제어하기 위해 구현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의 구현 모습이다.

그림 5.1.13 원격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검사 시스템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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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원격 검사 시스템 성능 평가(2)

이 시스템은 검사 서버 로봇 제어 서버 영상 처리 서버 웹 서버 등 여러 개의 서, , ,

버들이 실시간 통신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검사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을 이용하여 검사 위치까지 검사 로봇이 자동으

로 주행하고 검사 기구를 정확한 검사 위치에 도달 시키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데 원격지 검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원격지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되는 검사 현장 동영상을 동해 검사 로

봇을 매뉴얼 모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검사 지역이 확정되면 버튼 하나 만으로,

자동 모드를 통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구현되었다.

에 비해 상당히 많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 데이터와 결과가 실RISYS

시간으로 연관된 서버에 전달되어 로봇 제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다.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 통신과 처리를 수행하면서도 원격지 사용자의 웹 인터페이스

명령에 따라 안전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 원격지 사용자.

의 인터페이스는 매우 간단하나 이 인터페이스에서 전달되는 명령 하나로 상당히

많은 프로세싱이 원격지에서 수행되고 또한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을 실g

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원격 제어 분야에서 응용할 만한 기술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

으며 웹을 이용한 원격 제어도 실시간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

여 주었다.

라 원격 성능 평가. LPMS

이 시스템의 개요는 이미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성능 평가,

에 대한 의견만을 기술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원전에서 사용되는 와 동일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성능 실LPMS

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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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위적인 이상 신호를 입력하여 이 신호가 이상 신호로 판별되어 분석 작LPMS

업을 수행하기 직전에 원격 의 원격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 이상 신호 감지LPMS

메시지가 나타났으며 이상 신호 수집과 분석이 끝난 후 의 저장 장치를 웹, LPMS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원격 취득하는 것까지 성공하였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상시 감시 분야에 그래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

되며 다만 원격 데이터 접근 방식은 향후 실시간 원격 취득 방식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원격지 사용자의 동시 접속 안정성 테스트를 위하여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구현한

후 실행한 결과 약 개의 접속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3,0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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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검사 기술 개발 결론5.

원격 검사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원격 인터페이스 문제

이다 웹 기술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듯하지만 원격 제어와 같은. ,

분야에 대한 적용은 여전히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들서버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 장비의 제어 분야를,

자체 에러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격지에서 현장의

작업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작업에 필요한 원격 제어 감시를 수행하는데 아무/

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원격 검사 감시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충분히2-3 / /

취득 개발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실제 검사 장비에 적용하는 연구까지 만족할 만/ ,

하게 진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향후 원전 원격 케어 시스템 구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 절 원자로 헤드 육안 검사 장치 개발2

원자로 헤드 부분의 손상이 발견된 이후 원자로 헤드 표면의 육안검사가 필요하Davis Besse

게 된다 한국형 원자로는 헤드와 절연체 간격이 협소하여 기존 검사 시 원자로 헤드 절연물을.

제거하고 검사 후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본 연구는 절연물의 제거 및 재설치 과정.

없이 소형 로봇을 투입하여 원자로헤드와 절연물 사이를 이동하면서 육안 검사하는 방법에 활

용 될 수 있다 소형로봇에 의한 육안 검사 시 촬영된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원자로 헤드의 전.

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를 활용.

하여 검사 로봇을 제어하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로 헤드 육안 검사1.

한국형 원자로는 헤드와 절연체 간격이 협소하지만 소형 로봇을 투입하여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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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자로 헤드5.2.1

그림 는 원자로 헤드를 검사하는 로봇으로 자성체 부착형이며 전면부에 팬틸트 카메라5.2.2 ,

(무선 전송 가 장착되어있고 크기는 가로) , ( 세로180), ( 높이210), ( 으로 되어있다50) .

그림 원자로 헤드 검사로봇5.2.2 (KAEROT/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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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모자이크를 이용한 원자로 헤드 표면 검사2.

모자이크 영상은 연관성 있는 비디오 프레임이나 정지 영상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새로운 영상

을 생성하는 것으로서 영상의 정렬 통합 그리고 중복성에 대한 분석으로 수행된다, . 원자로 헤

드 표면 검사를 위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로봇을 이용하였다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영상.

을 동영상 형식인 파일로 저장하고 원자로 헤드 표면 검사를 원하는 영역의 이미지를 모AVI ,

자이크 작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 이미지 모자이크 기술.

모자이킹 기술은 임의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통합시킴 은 물론 시점을

달리하여 영상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건축물 내부와 같이 복. [5.1][5.2][5.3]

잡한 장면을 별도의 그래픽 모델을 제작하지 않고도 가상 카메라 모선을 유지하면서 실감나는

영상 생성 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기술을 최근 들어 영상기반렌더링.

이라 한다 이러한 실감나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image-based-rendering) .

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5.4][5.5]

전통적인 영상 모자이크(1)

가 실린더 기반 영상 모자이크( )

실린더 파노라믹 영상은 영상기반의 가상 환경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세계로부터.

실린더 파노라믹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삼각대 위에 고정된 카메라를 수평방향으로 회전 시켜

영상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을 이용하여 실린더 파노라믹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들을 정렬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얻어진 영상들은 운동시차. (motion

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한 투영시점을 가지므로 차원 투영변환만으로 각 화소의 운parallax) , 2

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영상들과 실린더는 그림 과 같은 기하학적 관계를[5.6][5.7]. 5.2.3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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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린더 파노라믹의 기하학적 관계5.2.3

여기서 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이며 는 두 영상간의 수평 회전각이다 는 카메라를, . Picard 
회전시켜 얻어진 영상의 정렬을 위해 평면 투영 변판 모델을 사용했다 이러한 평면 투영 변환.

모텔은 영상의 중심점 이동 (tx,ty 차원 회전 확대 종 횡비 기울임2 (ro11) , , · , (skew)）   
와 카메라의 수평 회전과 수직 회전을 표현하기 위한 x , y 인 개의 관련 요소를 가진8

다.

나 파라미터 사영 변환식을 이용한 영상 모자이크( ) 8-

추정의 두 가지 경우Homography①

광학축을 중심으로 회전과 크기 변화가 작은 경우-

광학축을 중심으로 회전과 크기 변화가 작은 경우는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되어져왔다 예를 들면 영상과 중첩 영역이 많은 경우 이 적을 경우 는. , (motion )

방법이 흔히 이용된다 이 방범은 좋은 결과를 준다 이는 지역적 최Levenberg-Marquardt . .

소화 문제와 계산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는 단지 지역적 정합. Levenberg- Marquardt (local

에 적합한 방법이다 만약 연속적인 프레임사이의 이 크다고 한다면 최적registration) . motion ,

의 정합을 찾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할 계층적 매칭. (Hierarchical

위상 상관 방법 이 이에 적당한 방법이다 먼저 계층matching), (Phase correlation method) .

적 매칭은 영상의 중첩 영역이 더 작은 경우 지역적 최소화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computer

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방식은 실제적인 이 더 작아지는 곳에서 더 작게 부표본vision .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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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들을 정합한다 이러한 더 작고 더 조잡한 단계로부터 더 세밀한 단계(subsample) version .

모션 추정 을 초기화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 최소화 문제를 피(motion estimate) .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정확한 정합을 찾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초기 미정합. ,

시 단지 몇 픽셀 차이가 날 때 잘 작동 된다 카메라 운동이 큰 경우는 위상(misregistration) .

상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각 이미지의 을. 2D Fourier Transforms

이용 각 주파수에서 위상의 차이를 계산 을 수행함으로써 중요, , inverse Fourier Transforms

한 영상 에서 최고점을 찾아 이미지간의 변환식을 측정한다 아무리 적(magnitude Image) 2D .

당한 사영 왜곡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하 중첩영역을 지닌 이미지(Projective distortion) , 50%

쌍에 좋은 초기 추정값을 제공하면서 실험에서 현저하게 좋은 작업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이 크게 회전하거나 크기변화를 한다면 잘 수 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inter-frame motion , .

러한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위상상관은 주파수 공간에서 최적의 정합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계산량이 적고 다른 정합 방법에 비해서 잡음에 강건한 성질을 갖는다, .

광학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큰 경우-

이 경우는 위 첫 번째 방법보다 더욱 어렵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극소수이다. Dani and

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에지 사이의 각이 약 회전 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Chaudhuri . 15°

을 수 있고 는 약 의 회전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상사이의 중, Viola 30° .

첩영역을 많이 요구한다 이상(50° ).

개의 회전 요소를 가진 회전 모델3②

는 개의 회전 관련 요소를 가진 회전 모델 을 이용하여 영Szeliski[5.8][5.9] 3 (rotation model)

상을 정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실린더 모자익 영상 생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

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영상으로부터 평면 투영운동 모델을 구한 다음 구해진 행렬 모 델의. ,

요소들의 곱과 합에 의해 초점 거리를 구한다 둘째 구해진 초점거리로부터 영상 정렬을 위해. ,

회전모델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정렬되어진 영상을 실린더에 재구성하여 최종적인 실린더 파.

노라믹 영상을 생성한다 이 방범은 부분적인 실린더 파노라믹 영상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 ,

개의 관련 요소를 가지는 평면 투영 운동 모델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구해진 평8 ,

면 투영 모델을 다시 회전 모텔로 변환해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을 이용한 모자이크(2) DEM

일반적으로 모자이크는 영상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은 영상자료와 같은 형태, DEM

의 자료이므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 모자이크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DEM

수 있다 영상모자이크의 일반적인 처리단계는 기하보정 입력영상의 영상 값 조정 접합.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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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탐색 접합선 평탄화 순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모자이크는 기하보정 단계와. , DEM④
영상 값 조정단계 에서는 고도 값 조정 가 필요치 않으므로 접합선 탐색과 평탄화(DEM ) ① ②
과정의 단계로 구성된다2 .

가 접합선 탐색( )

탐색방향 결정①

두개의 모자이크 대상 영상이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접합 점 탐색 시 중,

첩영역의 외곽선의 형태에 따라 탐색방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외각선의 기울기정도를 이용하.

여 탐색 방향을 결정한다 기울기계산은 일정한 구간의 시작과 끝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 탐색 방향이 결정된다 시작점을. (x0 ,y0 끝점을) (xt ,yt 라 하고) t를 계산간격 기울기를,

m이라 하면 탐색방향 SD는 식 과 같이 결정된다(1) .

  

  








 ≥ 
   수평방향

  수직방향
(1)

접합점 탐색②

접합점 탐색을 위해 최소차이 방법을 이용한다 수평방향 탐색은 식 와 같으며 수직방향의. (2) ,

탐색은 같은 원리로 구성할 수 있다.

  
  



     

  
  



       

(2)

k , k는 (j,k 를 중심으로하는 일정한 크기) u 에 해당되는 수평선 및 수직선 상으 좌우측

의 고도값 차이의 절대치 합이며DEM , f와 g는 각각 좌 우측 을 의미한다 탐색 영역· DEM . r

에 대해 수행한 다음 고도값의 차이가 최소인 p를 식 으로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접합 점(3) .

이 이전 접합 점과의 위치적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조절범위 값을 이용한다.

         (3)

나 평활화( )

에서 제시된 평활화는 수직경계에 대하여 수평라인 방향으로 차원 선형보간Y. Shiren(1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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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여 평활화를 수행한다 접합점을 중심으로 수평라인에 대하여 양방향으로. w만큼씩

의 평활화 영역을 설정하였을 경우 수평라인에 해당되는 화소값 p는 식 와 같이 계산된(4)

다.

  





 ′   ≤  ′   ≤   

(4)

어봉 여기서 p와 p는 좌측 우측 의 고도값이며/ DEM , ' p와 ' p는 평활화된 고도값을 의

미한다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수평라인이나 수직라인 방향으로 인공적인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영상값으로 갖는 마스크 영상을 이용하여 수평이나.

수직방향에 관계없이 가중치를 할당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림 마스크영상의 예5.2.4

그림 는 와 에 대한 접합선 탐색후 마스크 영상에 대한 확장 과정을5.2.4 DEM (dilation) 
적용하여 생성된 마스크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마스크 영상이 생성되면 의 고도값에 대. DEM

해 가중평균값을 계산하여 평활화된 고도값 (i,j)를 식 에 의해 계산한다(5) .

      
  

   


  


   
  

     


  


    가중치평균이적용된고도값
    마스크영상의화소값
        모자이크대상 와 의화소값
  평활화범위

(5)

웨이블렛 분석 기법을 이용한 모자이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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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되고 각기 다른 기하학 조건을 가진 위성영상을 효과적으로 모자이크

할 수 있는 기법이다 모자이크 대상 위성영상의 중복 영역에 대해 영상 정합 기법을 적용하여.

두 영상에서 접합점 을 추출하고 접합점들을 따라 접합선 을 생성한 후(tie point) (seam line)

두 영상에 대해 모자이크를 수행한다 폴리곤 클리핑 기법을 적용하여 두 영상에서 중복 영역.

을 자동으로 추출하였으며 중복영역 대한 영상 정합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

해상도 웨이블렛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접합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상 모자이.

크를 수행함에 있어 두 영상의 분광 정보를 조정하기 위한 방사 보정은 히스토그램 정합 기법

을 적용하였다 그림 는 연구방법과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5.2.5 ．

그림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5.2.5

가 중복 영역 추출( )

영상 모자이크를 수행하기 이전에 모자이크 대상 위성 영상이 정사보정이 수행된 영상이므로

영상의 경계부분에 대해 폴리곤 형대로 구성하여 폴리곤 클리핑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중

복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중복 영역을 추출하면서 두 영상의 개략적인 접합선.

이 결정되고 접합선율 중심으로 좌우 영역이 결정된다 그림 는 폴리곤 클리핑에 의한 중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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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추출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폴리곤 클래핑에 의한 중복영역 추출5.2.6

나 접합점 추출( )

접합점 추출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해상도 웨이블렛 분석 기법을 이용 하

였으며 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Fonseca (1997)

위성영상에 적용하였다 접합점은 두 영상에서 동일한 점으로 접합선을 추출하기 위한SPOT .

절점 으로 이용된다 다해상도 웨이블렛 분석 기법의 경우 영상에 대해 고주파 영역(vertex) . ,

과 저주파 영역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영상 정합 특히 자동 영상 정합 연구 분야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다해상도 웨이블렛 분석①

변환과 함께 웨이블렛 변환은 기저 요소함수 웨이블렛 상에서 신호의 분해Fourier

를 수행한다 기저함수는 모웨이블롓 이라 불리는 신호함(decomposition) . (mother wavelet)

수 의 확장 축소 와 천이 에 의해 형성된다/ (dilation/scale) (translation) .

(6)



- 177 -

여기서 의 조건을 만족하며 는 확장 축소 는 천이와 관련된 변수, , , 0 / , ∊ ≠ ，  
이다 다양한 모웨이블렛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은 시간과 주파수영역에서 좋은 해상력으로. ,

특징지워 진다 차원에서 함수. 1 ( x 의 연속 웨이블렛 변환은 식 과 같다) (7) .

(7)

신호 ( x 의 와 에 대한 웨이블렛 변환은) (   x 의 국부적인 표현을 제공하며 상세한 정) ,

보는 웨이뷸렛 계수(coefficient) f 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이러한 웨이블렛 계수를( , ) .
통해 원래의 신호로 정확하게 복원된다.

(8)

영상에 대한 다 해상도 분석은 원 영상을 스케일 함수 및 웨이블렛 함수를(scale function)

이용하여 분해한다 이 경우 영상은 세부계수 라 불리는 영역과 근사계수. (detail coefficient)

라 불리는 영역으로 표현된다 그림 은 다 해상도 분석을 통(approximation coefficient) . 5.2.7

해 정의되는 구간을 나타낸다.

그림 변환의 세부영상과 근사영상5.2.7 wavelet

이러한 분해는 피라미드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원 스케일 함수에서 생성되는 저주파2

대역 필터와 함수로부터 생성되는 고주파 대역 필터를 이용한 것이다wavel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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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변환과 결합된 다해상도 분석 피라미드5.2.8 Wavelet

그림 은 웨이블렛 변환을 통한 다 해상도 분석의 피라미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다 피5.2.8 .

라미드의 최하위구조는 원 영상을 의미하며 피라미드의 각 단계는 원 영상으로부터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생성된 근사영상들이다 피라미드의 상위단계로 갈수록 공간 해상력이 점차 낮아.

진다 근사영상들은 스케일 함수에 의해 생성되며 이러한 웨이블렛 변환은 두 개의 연속되는. ,

근사영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다 해상도 분석의 역 변환을 통해. ,

하나의 근사영상과 세부영상들로부터 원 영상으로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

다해상도 웨이블렛 분석을 통한 영상 정합②

영상 정합은 원격탐사 분야에서 기본저인 영상처리중 하나이다 많은 영상자료가 다른 센서로.

부터 수집되면서 다중 센서 다중 분광 영상의 자동화된 영상등록이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자/ . ,

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일 영상등록 기법은 다른 많은 응용 분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

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사용한 영 상 정합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개로 구분된다. .

영상에서 특징점 추출i)

하나의 영상에서 각 특징점은 다른 영상에서 일치하는 잠재저인 형상들과 비교 유사한 속ii) .

성을 가진 한 쌍의 형상은 정합점으로 채택된다.

이전 단계에서 획득된 정합점들을 사용하여 영상들 사이의 최적의 변환 매개변수iii)

를 결정한다(transformation parameter) .

특징점 추출은 웨이블렛 변환 결과 영상에서 국부 최대 계수(local modulus maxima of

를 사용하며 특징점들을 검색하는 과정은 저해상 고해상wavelet trans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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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수행된다 특징점들이 추출되면 각 특징점들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coarse-to-fine) .

하여 상관성이 가장 높은 점들이 정합점으로 선택된다.

다 접합점 설정( )

두 영상의 중복 영역에 대해 죄 우 영상으로부터 일정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두 영상이 접합/

된 경계선을 설정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 단계에서 두 영상의 접합점이 결정되면 접합선.

을 설정하는 것은 접합선의 시작점과 끝점에 이르는 경로가 가장 짧은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결정된다 이것을 최단 경로 탐색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알. Dijkstra

고리즘이다 최단경로의 탐색은 출발점과 도착점의 유형에 따라 단일 출발점 최단경로 문재. ,

단일 쌍 최단경로문제 단일 도착점 최단경로 문제 모든 쌍 최단경로 문재 등이 있다 단일 출, , .

발점 최단경로 문제는 한 출발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서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문제로서 음

의 가중치를 갖는 간선이 없다고 가정한 알고리즘이며 모든 쌍 최단경로 문제는 모든 정점쌍,

간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문제로 경로의 길이가 음인 사이클이 그래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알고리즘이다 최단경로탐색의 알고리즘으로서는 의 알고리즘이 예로부터. E. F. Moore

알려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최단경로 알고리즘 가운데서 의 지정된 한 절점으로부터, Dijkstra

여러 개의 다른 절점까지의 최단경로 즉 단일 출발점 최단경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이 있으며 의 여러 개의 절점으로부터 여러 개의 다른 절점까지의 최단경로, Floyd-Warshall

를 찾는 알고리즘이 있다 알고리즘은 출발점을 하나 고정하여 그 출발점과 다른 모. Dijkstra

든 정점사이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단일 출발점 최단경로 문제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한 출발,

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에서 의 선행 정점. 5.2.9 x

가 까지의 최단경로에 이르게 하는 정점이라면 의 최단경로 길이는 의 최단경로보다는p x , p x

작아야 할 것이다 또 최단경로에 이르게 하는 선행 정점이외의 다른 선행 정점은 최단경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최단 경로 탐색5.2.9

각 정점 에 대하여 거리 를 출발점 로부터 현재까지 선택된 정점 집합 를 경유하는v D[v] s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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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경로의 길이라고 정의할 때 까지의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로 한다, v D[v]= . Dijkstra∞
알고리즘은 맨 처음 에 인접한 정점은 해당 간선의 가중치로 거리 값을 부여하고 나머지 정s

점은 로 부여하여 시작한다 선택 과정의 각 단계에서 미 선택 정점 집합 에서 거리. V-U D∞
가 최소인 정점 를 택하고 의 인접 정점들에 대하여 를 경유하는 거리와 기존 거리 중w , w w

작은 것을 새 거리 값으로 조정한다 이 과정을 모든 정점이 선택될 때까지 반복한다. .

그림 가 제안한 최단 경로 탐색5.2.10 Dijkstra

그림 은 에서 에 이르는 최단경로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을 도5.2.10 a b Dijkstra

식화한 것이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단경로를 구하는 과정은 먼저 시작점과 연결된. Dijkstra ,

정점 중 최소값을 가진 정점에 표시를 붙여 확정한 다음 확정한 정점과 연결된 모든 정점의

거리를 구해서 저장해 두고 다음 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모든 정점에 표시가 붙어 확정될 때.

까지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다음 단계의 탐색을 하기에. Dijkstra

앞서 연결된 모든 정점에 대하여 먼저 탐색의 과정을 거치는 깊이 우선 성향을 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 에서 점 에 이르는 최단경로는 와 를 바로 잇는 경로가 아니라 를a b a b , b, c, f

거쳐 에 이르는 경로임을 나타낸다b .

라 모자이크 영역 추출( )

모자이크 영여 추출 알고리즘은 우선 접합선 내의 각 직선성분에 대해 그 길이를 일정 길이만

큼 확장하고 그 직선에 직교하는 직선을 추출한다 그리고 확장된 직선의 양 끝을 지나고 수직.

교차하는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과 확장된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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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접합선 내에 다른 모든 직선에 대해 적용하게 되면 접합선 내의.

직선 성분의 개수만큼 직사각형이 생성되고 이들은 모두 서로 일정 중복도를 지니게 된다.

그림 모자이크 영역 추출 개념5.2.11

그림 모자이크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직사각형 형성5.2.12

마 영상 방사 보정( )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①

두 영상에 대한 방사 보정의 간단한 방법으로 두 영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유사하도록 조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영상 향상 기법의 하나로 한 영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임의.

의 값들로 재설정하여 변환 수식에 의해 원 영상의 화소값들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두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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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적용할 때는 하나의 영상을 기준 영상으로 두고 기준 영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중심

으로 또 다른 하나의 영상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조정한다 식 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9)

이용하여 영상 영상소 값을 재조정하는 수식을 나타내고 있다.

(9)

여기서 라면 라면 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255 =255, <0 =0 .   

영상 히스토그램 매칭②

히스토그램 정합은 서로 다른 두 영상에 대해 한 영상을 기준으로 다른 영상의 분광정보를 기

준영상의 히스토그램과 유사하도록 조정하는 방사보정 기법 중 하나이다 이 기법은 일부 중.

복 영역을 가진 두 영상을 모자이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접합선을 따라 두 영상의 영

상소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히스토그램 정합은 한 영상 변환 영상 의 히스. ( ) i(x)
토그램을 또 다른 영상 기준 영상 의 히스토그램 의 형상과 유사하도록 조정하는 것인( ) , o(y)
데 우선 두 영상에 대한 누적 히스토그램 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변, (cumulative histogram) . ,

환 영상의 영상소 값 빈도수에 해당하는 기준 영상의 누적 히스토그램의 빈도수를 참조로 해

당 영상소 값들을 변경함으로써 히스토그램을 조정한다.

그림 히스토그램 변환영상 그림 히스토그램 기준영상5.2.13 ( ) 5.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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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히스토그램 정합5.2.15

그림 은 히스토그램 변환 대상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그림 는 기준 영상5.2.13 5.2.14

의 히스토그램을 의미한다 두 영상의 영상소 값 분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

또한 서로 상이하다 히스토그램 정합을 수행하게 되면 두 영상의 히스토그램의 형상이 유사.

하게 되고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도 서로 유사하게 조정된다 그림 그림 는 히. 5.2.16 5.2.19∼
스토그램 정합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기준 영상 예 그림 변환 영상 예5.2.16 ( ) 5.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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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준 영상 히스토그램 그림 변환 영상 히스토그램5.2.18 5.2.19

그림 의 변환 영상과 그림 의 기준 영상에서 보듯이 두 영상의 밝기 특성이 서로5.2.17 5.2.16

상이하며 히스토그램의 형상 또한 서로 다르다 그림 은 히스토그램 정합 결과를 나타내. 5.2.20

고 있는데 원 영상에 비해 밝기가 증가하여 기준영상의 밝기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히,

스토그램의 형상도 기준영상의 형상과 완전 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유형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상 영상소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기준 영상의 그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

그림 히스토그램 정합 결과 영상 그림 결과 영상의 히스토그램5.2.20 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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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히스토그램 정합 결과 비교5.2.22

블록매칭을 이용한 모자이크(4)

지만 블럭매칭을 이용한 비디오 시퀀스의 이미지 모자익 시스템은 비디오 카메라를 고정시,

키고 사물이나 배경을 둘러 보듯이 회전하면서 단 한번의 촬영을 한다 촬영된 동영상을360° .

크기와 비트 값의 프레임을 갖는 형식의 파일로 캡쳐 받는다 캡쳐 받320 × 240 24 RGB AVI .

은 동영상 파일을 프레임별로 획득하여 연속된 이미지 형식으로 나열시킨다 나열된 프AVI .

레임 이미지들에 일정한 크기의 비교 블럭을 설정한다 여기에서 비교 블럭 영역 설정을 위하.

여 픽셀값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영역을 비교 블럭 영역으로 선정한다 즉 프레임에 존재. ,

하는 블럭내의 픽셀에 대한 평균편차를 구하여 편차의 값이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비교

영역으로 설정한다 앞에서 설정된 비교 블럭 영역에서 블럭매칭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블럭. .

안에서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Full-Search K-Step Search , 3-Step Search

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모자익 처리를 수행한다 마지막 과정으로 모자익 되어 츨력되는.

이미지의 자연스러움을 위하여 블랜딩 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이미지를 출력(Blending)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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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변환 모자익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5.2.23

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프레임 획득( )

기존의 모자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약성은 연속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하여 고가의 특수

한 장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의 반복적인 촬영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생성되는 이미지들의

중복되는 영역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각도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인위적인 각

도조절 또한 이미지간의 모자익을 위하여 이미지 전체에 대한 픽셀값의 계산으로 방대한 계,

산량과 처리 시간을 요구하는 등 적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모자익 시스.

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들 간의

중복되는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번의 촬영으로 생성되는 여러 장의 연속되는 비디오 프

레임을 이용하였다 비디오 카메라의 특성상 단 한번의 촬영으로 아래 그림 과 같이 여. 5.2.24

러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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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연속된 프레임 이미지 획득5.2.24

이와 같이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생성된 파일의 연속된 프레임을 획득할 경우 비디AVI

오 카메라의 특성상 초당 프레임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생성되15-30 .

는 프레임 이미지간의 사물의 이동 거리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미지간의

모자익을 위한 충분한 중복 영역을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촬.

영 방법으로 기존의 모자익 시스템의 단점인 여려 차례의 반복적인 촬영과 이미기간의 중복

영역 확보를 위한 카메라 각도의 조정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레임 이미지간의 사물의 이동이 매우 작기 때문에 모자익을5.2.24

위한 대응점은 그림 과 같이 이웃해 있는 두 프레임의 중복되는 일정한 영역 안에 존재5.2.25

하게 된다.

그림 연속된 비디오 프레임의 중복영역5.2.25

위와 같이 중복되는 영역에서 두 프레임간의 대응점을 찾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 두 프5.2.26

레임의 이미지에 일정한 크기의 블록을 설정하고 그 블록 안에서 픽셀들의 불일치도 값을 계

산하여 불일치도 값이 최소가 되는 위치를 대응점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두 프. ,

레임 이미지의 중복되는 영역에서 일정한 크기의 블록 안의 픽셀 값들을 계산하여 픽셀 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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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유사한 부분을 대응점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림 중복영역내의 블록 설정5.2.26

제안하는 모자익 시스템의 구현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생성된 동영상 파일의 프AVI

레임을 연속적으로 나열시키기 위하여 동영상 파일의 스트림 정보와 압축정보AVI ,bitmap

사이즈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헤더 정보를 이용하였고 이 헤더 정보를 사용하는

함수와 함수를 통하여 연속된 프레임을 형식으로 나열 시켰다ReadFrame ReadAVI Bimap .

나 프레임간의 비교영역 설정( )

파일을 읽어들여 연속적인 이미지 프레임으로 나열하는 작업에 이어지는 작업은 이웃한AVI

두 프레임간의 대응점을 찾기 위한 비교 블록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픽셀값을 비교.

할 블록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프레임의 어느 부분을 비교블록 영역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블록 매칭을 이용한 모자익 시스템은 정확히 말해서 프레임에.

지정된 블록안의 픽 셀들의 값을 비교하여 두 프레임 내에 있는 블록안의 픽셀값이 가장 유사

한 위치를 대응점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픽셀값의 비교에 의하여 대응점 추출.

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한 프레임간의 픽셀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픽셀값들

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응점을 찾기 위한 비교 블록 설정의 영역은.

픽셀값들이 유사하게 분포 되어 있는 바탕화면이나 프레임의 가장자리를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웃한 두 프레임에서 픽셸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영역을 비교 영역으로 설정

해야한다 따라서 이웃한 두 프레임에 존재하는 블록내의 픽셀에 대한 평균 편차를 계산하여.

편차의 값이 큰 값을 나타내는 곳이 다양한 픽셀 값을 가진 영역 이라고 판단하고 그 곳을 비

교 영역으로 설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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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교 블록 영역 설정을 위한 개념도5.2.27 1

그림 과 그림 은 모자익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프레임에서 비교블록5.2.27 5.2.28

의 위치 선정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5.2.27

입력되는 크기의 프레임에 블록매칭을 위한 블록의 크기는 으로 설정했다320 × 240 40 × 40 .

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픽셀값이 존재하는 영역을 비교블록 영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과 같이 프레임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블록 안의 픽5.2.28

셀들에 대한 평균편차를 계산하였다.

그림 비교 블록 영역 설정을 위한 개념도5.2.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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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과 같이 비교블록 영역설정을 위한 탐색영역 안에서 블록은 방향과 방향5.2.28 X Y

으로 각각 픽셀과 픽셀 만큼 이동을 하면서 블록안의 픽셀들에 대한 편차를 계산하고 그5 10

편차값이 가장 큰 위치를 픽셀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위치로 판단하여 그 위치를 블록

매칭을 실행할 위치로 선정하게 된다.

다 블록매칭을 이용한 모자익( )

앞에서 설명한 블록안의 픽셀값에 대한 평균편차를 구하여 정하여진 비교블록을 이용하여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 구현에Full-Search K-Step Search , 3-Step Search

대하여 설명 한다.

블록매칭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구현Full-Search①
모자익 시스템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물이나 배경을 촬영하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

의 특성상 초당 프레임의 이미지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서 생성되는 프레임 안의 사물의15-30 ,

이동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자익을 위한 대응점을 찾기 위한 블록은 프레임의.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탐색을 하여도 충분히 대응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블록매칭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모자익 시스템은 입력으로 들어온 연속된 프레임 이미지에 앞에서Full-Search

논의한 블록안의 픽셀들에 대한 평균편차를 계산하여 비교블록의 위치를 선정하고 이어서 선

정된 블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림 와 같이 설정된 범위에서 블록이 이동하며 블록안32

의 모든 픽셀 값들의 차이의 합을 계산한다 전체 비교위치 중에서 두 블록안의 픽셀 값의 차.

가 가장 작은 위치를 대응점으로 선정하게 된다 즉 이웃한 프레임에 지정된 두 블록 안의 모. ,

든 픽셀들의 값을 계산하여 픽셀 값들이 가장 유사한 위치를 대응점으로 선정하게lumnance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블럭매칭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프레. Full-Search

임 안에서의 블록의 탐색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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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현을 위한 탐색영역5.2.29 Full-Search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웃한 두 프레임에 지정된 블럭에 대하여5.2.29

블록매칭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프레임의 비교블록은 참조 프레임에 지정된 블록

의 탐색 영역 안에서 방향과 방향으로 한 픽셀씩 이동하면서 블록안의 모든 픽셀에 대한X Y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이웃한 두 블록의 픽셀에 대한 불일치도가 가장 작은 위치를luminance

대응블록으로 선정하게 된다 참조 프레임에서 대응블록으로 선정된 블록의 위치에 현재 프레.

임의 블록의 위치를 중복시킴으로서 블록매칭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자익을 수Full-Search

행 할 수 있게 된다.

모션벡터의 방향성 고려②
블록매칭의 모자익 시스템은 블록간의 모션벡터의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비디오 카메라를 삼.

발이에 고정시키고 카메라의 위치를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배경을 촬영360°

하였다 이에 따라 촬영에 의해 생성된 프레임 이미지들 안의 사물들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

향성을 갖게 된다 즉 이전의 프레임과 대응되는 현재 프레임의 사물의 위치가 현재 프레임에. ,

서는 왼쪽으로 이동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프레임의 사물에 대응되는.

대응점은 이전 프레임에서는 현재프레임 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 이.

동의 방향성에 따른 모션 벡터의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카메라 이동의 방향성이 오른쪽일 경.

우 프레임간 사물 이동은 왼쪽의 방향성을 갖게 되고 현재프레임에 기준하여 이전 프레임에

대한 모션벡터도 왼쪽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판단 하에 현재 프레임에 대응되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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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점을 찾기 위하여 지정된 블록 안에서 이전의 모션벡터의 방향으로 더욱 많은 탐색점

을 위치시키고 그 영역에서 정밀탐색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알고리즘과K- Step Search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과정으로 모자익 처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카메라3-Step Search .

이동에 따른 사물 이동의 모션벡터 방향성을 고려함으로써 모자익 처리를 위한 대응점을 찾는

데 존재하는 오차를 줄이고 모자익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은 카메라 이동. 33

에 따른 블록매칭의 방향성 고려에 대한 개념도 이다.

그림 블록매칭의 방향성5.2.30

블록매칭을 이용한 알고리즘K-Step Search③
알고리즘의 구현은 프레임의 픽셀값의 평균편차를 이용하여 프레임안에 비교K-Step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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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지정하고 지정된 비교 블록 안에서 카메라 이동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웃한 두 프레

임의 블록 간에 실행되게 된다 블록 간의 대응점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지정된 블록. ,

안에 일정한 탐색위치를 설정하게 되는데 블록의 탐색위치는 초기에 블록의 최대 움직임 변위

의 절반의 값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픽셀들의 위치에서 블록 안에 픽셀들에 대한 값luminance

을 계산하게 되고 이웃한 블록 간에 계산된 픽셀값의 뷸일치도가 가장 작은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서 앞 단계에서 선정된 픽셀의 위치로부터 초기 블록매칭을 위해 선정된 픽. ,

셀 거리의 절반의 거리를 유지하는 픽셀의 위치를 선정하여 각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블록안의

픽셀에 대한 불일치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계산에 의해 블록간의 픽셀에 대한 뷸일치도가 최.

소인 픽셀의 위치를 다시 선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첫 번깨 단게와 두 번깨 단계를 반복하여.

블록매칭을 위해 선정된 픽셀들의 거리가 이 될 때까치 반복하게 되고 반복된 계산에 의해1 ,

마지막에 선정된 픽셀의 위치가 블록안의 픽셀에 대한 불일치도가 가장 작은 위치로 판단하여

이 픽셀의 위치를 최종 대응점으로 선택하게 된다.

블록매칭을 이용한 알고리즘3-Step Search④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블록내의 픽셀 값의 평균편차를 이용K-Step Search

한 비교블록의 위치지정과 카메라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웃한 두 프레임의 블록 안에서 블록

매칭의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알고리즘은 알고리즘3-Step Search . 3-Step Search K-step

에서 대응점을 찾기 위한 블록 안의 픽셀 값 계산 단계를 단계로 제한한 방법이다 즉 이웃3 . ,

한 두 블록 안의 픽셀들에 대한 값의 계산을 단 단계만 수행함으로써 블록간의luminance 3

픽셀의 차가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대응점으로 선정하게 된다 알고리즘을 수. Step Search

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입력 프레임에 지정된 블록 안에서 이웃한 블록안의 픽셀 값을

비교하기 위한 픽셀의 위치를 일정하게 선정해야 하는데 초기 블록 안의 픽셀 비교를 위하여,

이전 프레임 블록 안에 픽셀의 거리가 이거나 과 같이 번의 단4 -> 2 -> 1 3 -> 2 -> 1 3

계를 거쳐서 픽셀간의 거리가 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각 픽셀의 위치를 블록간의 픽셀1

계산위치로 지정한다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전 프레임의 블록에서 픽셀간의 거리를 로 유지. 4

하는 픽셀들의 위치에서 현재 프레임의 블록과 이전 프레임의 블록 안의 픽셀의 luminance

값을 계산하고 픽셀 값의 차가 최소가 되는 위치의 픽셀을 대응점으로 선정 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앞 단계에서 선정된 픽셀의 위치로부터 픽셀씩의 거리를 유지하는 픽셀의 위치에서2

다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에 지정된 블록안의 픽셀의 값을 계산하고 픽셀 값luminance

의 차가 최소가 되는 위치를 다시 대응점을 설정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바로 전 단계에서 선. ,

정된 픽셀의 위치에서 픽셀씩의 거리를 유지하는 픽셀들의 위치에서 이전프레임과 현재 프레1

임에 지정된 블록안의 픽셀의 값을 계산하고 픽셀 값의 차가 최소인 위치의 픽셀을luminance

최종 대응점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 번에 의하여 블록안의 픽셀 값을 비교 계산함으.

로써 블록간의 픽셀의 차가 최소인 위치에 있는 픽셀을 대응점으로 선정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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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그리드 형 모자이크(5)

넓은 영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영상을 방사 그리드형으로 배치한 카

메라를 통해 얻고 이들 영상간의 대응점 검색 시간과 대응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축시키는 방법

으로 크게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5.2.31 .

그림 영상 모자이킹의 전체 흐름도5.2.31

여러 장의 영상을 입력받아 파노라마를 생성하는 것은 연속하는 또는 서로 겹치는 개의 영( 2）
상을 합성하는 것을 기본 단위로 차례로 이어 붙임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장의 영상은 기준. 2

좌표계를 가지는 기준영상과 기준영상의 좌표계로 변환될 입력영상으로 나뉠 수 있다 각 영.

상은 캐니 에지 오퍼레이터와 같은 에지 추출기에 의해 특징점이 추출된 후 기준영상에서는

를 생성하고 입력영상에서는 모델영역이 선택된다 는 영Voronoi Surface . Voronoi Surface

상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에지의 등고선 지도라고 표현할 수 있

다 한편 입력영상에서는 기준영상의 와 비교할 모델영역으로 일정 크기의. Voronoi Surface

영역내의 특징점들 간 분산값이 가장 큰 영역이 채택되어진다 주목할 점은 두 개의 영상이 방.

사 그리드형으로 배치된 카메라로부터 얻어졌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영역이 각 영상에서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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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특징점 추출에서부터 대응영역 검색까지의 모든 작업을 한정1/3

된 영역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파노라마 영상의 합성속도를 매우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모.

델영역과 가 준비되면 비교검색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전에 각 영역을 샘플Voronoi Surface

링하여 검색 속도를 더욱 줄인다 이렇게 검색 작업을 끝내면 두 영상에서 대응영역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대응 영역간 변환행렬을 계산하여 이것을 입력영상에 적용하면 하나의 광역 영상

으로 합성 할 수 있게 된다.

가 특징점 추출( )

특징점이란 영상 안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코너 점 이나 주변 화소에 비해 큰(Corner Point)

밝기의 변화를 갖는 화소와 같은 점으로써 이 점은 영상 안에서 다른 점들과 구별되어지는 점

이다 이러한 특징점은 여러 방향에서의 높은 미분 값을 갖는 점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특정. ,

변환에 불변의 성질을 갖는 점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영상 안.

에서 특징점을 뽑아내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에지 지도 를 이용한 방법1 : (Edge Map)

그레이레벨 영상을 직접 접근하는 방법2 : (Gray Level)

미분 기하 또는 모델 기반 접근법3 :

이 가운데 대부분의 특징점 추출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하며 최근에는 그룹 에서 활발한 연구, 3

가 진행되고 있다 에서 미분기하 방법은 방법으로 에서 파생된 방법이고 모델. 3 Guiducci 2 ,

기반 법은 를 이용 를 수행 후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잘 알려진 정확한Gaussian filter smooth

코너를 찾는데 이용하지만 계산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와 는, . smith Brady

년 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추출기는 밝기값 비교를 기반으1997 SUSAN corner detector .

로 하는 방법으로서 방향성 미분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나 방식의 오퍼Plessey Morphology

레이터보다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의 세부적인. SUSAN corner detecter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안에서 한 점 와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P(x,y)(nucleus) Mask

를 고려해보자 안에서의 다른 한 점을 라고 정하고 또 가 각각window W . W q(x,y) , , I(p), I(q)

점 에서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고 하자 그러면 밝기 값 유사도 측정은 다 음과 같이 정의p, q .

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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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밝기 값의 유사정도를 나타내는 임계값이다 점 에서의t . p "USAN (Uuivalue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Segment Assimilating Nucleus)" .

(11)

이 값이 면적의 반보다 작으면 그 점 는 특징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값이Mask Window p ,

작을수록 의 수가 커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Corner . SUSAN(Smallest USAN) Corner

라 이름 붙여졌으며 실제적인 의 추출 방식은 그림 와 같다Detector Corner 5.2.32 .

그림 코너 검출기의 원리5.2.32 SUSAN

각 위치 의 의 측정은 으로 정의할 수P1, P2, P3 USAN N(P1) = 2, N(P2) = 4, N (P3) = 6

있으며 여기서 의 면적이 이므로 면적의 절반인 와 비교하여mask window 9 4.5

특징점을 찾아보면 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밝기SUSAN(Smallest USAN) N(P1), N(P2) . ,

값 차이 가 적을수록 특징점의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는N(P) . 39 SUSAN

의 밝기에 대한 문턱치를 변경시켰을 때 특징점의 획득 결과를 보인다Corner Ope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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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밝기 임계치 변환에 따른 결과5.2.33

그림 의 결과를 보면 원 영상에 대하여 를 변경 시킴에5.2.33 BT (Brighthness Threshold)

따라서 특징점의 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 낮을수록 중간 화소와 주변 화소와의, BT

명암 차이의 수치가 낮아지므로 많은 특징점의 수를 얻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가 높을수, BT

록 특징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생성( ) Voronoi Surface

다이어그램은 와 함께 계산기하 분야에 많이 사용되Voronoi Delaunay Triangulation(DT)

는 효율적인 지역분할 방법이다 다이어그램은 와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즉 둘. Voronoi DT . ,

중 어느 하나만 찾아낸다면 다른 하나도 찾아낼 수 있다 다이어그램의 정의는 다음. Voro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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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두 점 와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라 하자 한 평면상에 개의 분리된 점. p q dist(p,q) . n

들이 집합 를 이라고 하자 의 다이어그램은 그 평면을P P = {p1, p2, p3, ..., pn} . P Voronoi

개의 셀로 나누는 것이다 에 있는 각각의 점에 대해서 만일n . P ，

(12)

를 만족하면 는 에 포함된다 평면상의 점들은 에 있는 점들 중 가장 가까운 점이 속q pi cell . P

한 셀에 포함된다 각 셀은 집합 의 어떤 점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점들로 구성이 된다 그림. P .

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한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을 다이어그램이라 한다5.2.34 Voronoi .

그림 다이어그램 검은 점들이 집합 의 점5.2.34 Voronoi ( P )

그림 에서 집합 의 점으로 부터의 거리를 높이로 생각하면 거리값이 이 되는 점을 꼭5.2.33 P 0

지점으로 하는 원뿔들이 만들어진다 원뿔의 꼭지점은 국소 극소점 가 되면 원. (local minima)

뿔이 교차하는 지점은 개의 국소 극소점들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국소 극대점2 (local

가 된다 이러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가 유추된다 다음으maxima) . Voronoi Voroni Surface .

로서 코너 검출기에 의해 얻어진 기준영상의 특징점 영상을 토대로, SUSAN Voronoi

를 구성한다 이 영상은 그림 와 같이 각 점에서 가장 가까운 특징점까지의 거리Surface . 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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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된 에지 지도가 된다 그림 의 검정색 점은 영상의 특징점을 나타내어 거리 값은. 5.2.34

이다0 .

그림 기준영상의5.2.35 Voronoi Surface

다 정합영역의 선택( )

입력 영상에서 일정한 영역을 정합 영역으로 선택하고 의 마스크로서 사용Voronor Surface

한다.

그림 모델의 특징점 위치에 해당하는 의 거리 계산5.2.36 Voronoi Surface

마스크를 의 시작부터 끝까지 차례로 특징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Vorouoi Surface Voro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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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소점까지의 거리를 모두 합한다 이렇게 계산되어진 값들 중 가장 작은 값을 가Surface .

지는 영역이 중첩영역이 된다 따라서 모델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검색의 정확도가.

좌우된다 일정한 영역내에 존재하는 특징점들의 분포 정도를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하도록 했.

다 분포 정도는 식 의 결과인 분산에 의하여 결정된다. (13) .

(13)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림 에서와 같이 특징점들이 한 곳에 집중된 모델은 검5.2.37

색 시 계산되어진 거리값들의 변화가 적어 오인식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분산.

값이 큰 모델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하는 영역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확실해진

다.

그림 비교 영상 특징점들이 집중되어 있는 모델5.2.37 (a) (b)

특징점들이 분산되어 있는 모델(c)

라 샘플링( )

주어진 영상을 축소시키기 위해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후의 중첩 영역 검색 시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영상을 축소시키는 방법에는 서브 샘플링 미디언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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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평균 샘플링이 있다 서브 샘플링은 스캔 라인에서 일정한 구간마다 화소들을 골라내어 축, .

소된 영상을 생성하는데 상세한 세부 항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나 가장 빠른 처

리속도를 갖는다 그림 와 같이 미디언 샘플링은 화소들의 블록을 그것의 미디언 값으로. 5.2.38

대치한다 윈도우가 영상에 적용될 때 윈도우 내의 화소들은 읽혀지면서 오름차순 값. n < n ,

으로 정렬되어진다 정렬된 화소들 중에서 가운데 화소 값이 그 블록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이 방법은 블록의 화소들을 정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량 때문에 많은 계산 시간을 필.

요로 한다.

그림 미디언 샘플링에 의한 축소5.2.38

평균 샘플링도 미디언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하나의 화소n < n .

들의 블록을 그 블록 내외 모든 화소들의 평균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미디언 샘플링 보다는 빠.

른 속도를 보인다 그림 는 주어진 영상을 미디언 샘플링과 평균 샘플링에 의해 축소한. 5.2.39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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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 영상 미디언 샘플링 후 평균 샘플링 후5.2.39 (a) (b) (c)

가 특징점들에 의한 등고선 값을 갖고 그 값이 충분히 완만하게 증가하므로Voronoi Surface

서브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마 이항 검색에 의한 중첩 영역 탐색( )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차적인 목표는 영상간의 대응 영역에 대한 후보를 검색해 내는 것이다l .

이것은 가 주어진 임계치를 넘지 않는 변환행렬 를 찾는 것과 같다Voronoi Distance t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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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는 영역에서의 거리 계산5.2.40 Voronoi

식 에서 는 입력영상의 는 모델 의 변환 함수 는 점14 A Voronoi Surface, t(B) B , d(A,pi) pi

에서 가장 가까운 국소 극소점까지의 거리 는 임계치 이다 그림 은 주어, (threshold) . 5.2.40
진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는 영역에서의 거리를 계산한 것이 다 한편Voronoi .

는 에 대한 선형방정식이므로 가 큰 값을 갖는다면t f(t) t

가 근방의 다른 값 로 변화할 때 도 큰 값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t' f(t)' .

바탕으로 식 를 유도할 수 있다15 .

(15)

즉 에서 로 변화할 때 그 거리의 차는 보다 항상 적거나 같음을 알 수, t t' Voronoi t - t'∣ ∣
있다.

(16)

식 과 같이 를 변환 공간에서 주어진 영역의 중심점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순서로 이항(16) tc

검색을 수행한다.

변환공간에서 모든 가능한 변환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셀로부터 검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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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셀로 초기화한다.

검색리스트 내의 모든 셀을 스캔한다 각 셀의 중심인 에서 값을. tc ( ,tc( ))ⓑ   
계산한 후 인 변환 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 당 셀을 체크한( ,tc( )) t   ≤
다.

번에서 체크된 셀을 하위 차원이 검색리스트에 입력한다 현재의 셀 크기 가.ⓒ ⓑ
충분히 작을 때까지 번을 계속한다 문턱치 가 셀의 크기에 비례 하므로 초기에, .ⓑ ⓒ 
는 거의 모든 셀이 관심대상으로 체크된다.

위의 프로세스를 종료하면 최종적으로 기준영상의 중첩영역과 가장 잘 들어맞는 모델의 변환

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남게 된다 이 리스트들을 모델 영역과 칼라 매칭 하여 최적의 정합.

영역을 찾는다.

바 후보영역에 대하여 칼라 정합도 계산( )

기반 이항 검색을 통해 남게 된 중첩 후보 영역들에 대하여 정합영역과의Voronoi Distance

칼라 정합도를 계산한다 칼라 정합도는 식 의 비교영역의 픽셀 간 에러에 의하여 계산된. (17)

다.

(17)

은 기준영상에서 주어진 좌표의 칼라 값을 은 정합영역에서의 칼라 값을 나타내며Ir , Im ℯ
은 비교영역 전체의 에러를 합한 값이다 후보 영역 중 에러 이 가장 적은region . regionℯ

영역이 바로 찾고자 하는 중첩 영역 이다.

사 영상의 변환과 합성( )

Basic Imaging Equations①



- 205 -

- Homogeneous Coordinates

물체의 한 점을 라 하면 평면에서 응답되는 좌표는(x, y, w) , 2D 



  좌표를Cartesian

가진다 마찬가지로 동차 좌표 를 가진 점은 좌표. (x, y, z, w 3D Cartesian） 






 를
가진다.

- 2D Planar Projective Transformation

투영변환은 영상의 변환이라고도 한다 이는 차원 공간의 점을 평면에 투영 시킨다 차원 공. 3 . 3

간의 물체를 영상으로 만드는 수학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투영 변환은 영상 처리의 중심적 역

할을 한다.









′
′
′












  
  
  












 ′

  영상에서점  
  변환행렬
      회전과크기요소
    병진요소
    투영에영향을미치는요소
   

(18)

- Rigid Transform

 










  
   
  

(19)

- Affine Transform

 












  

(20)

그림 은 정방형 투영변환을 도식화한 것이다5.2.41 , rig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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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투영 변환5.2.41 Square, rigid, affine,

변환과 합성②
투영변환의 원리-

한 평면 위의 점들이 시선이 각기 다른 두 영상으로 투영된 경우를 고려한다 그림 은 이 관. 48

계를 변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이러한 변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투영변환의 원리5.2.42

- Rewrite 2D Transformation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점 과 로부터 평면상에 있는 점 를 볼 때 투영 변환 행렬1 2 P M 
을 이용하여 좌표 에서 의 균일 좌표를 얻어 변환을 얻을 수 있다 평면 투영 변환x x' .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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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은 식 과 같다21 .





′
′
′
















 (21)

변환 매트릭스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2)

여기에서     는 회전과 크기를 가지는 요소이고,  는 이동을 가지는 요소

이며,   와 은 각각 비례변환의 요소와 을 나타낸다 위 식 의 관계를 이용하여1 . (21)

식 과 같은 방정식으로 대응점을 구할 수 있다(23) .

′     
    



′     
    

(23)

초기 변환 행렬 은 개의 대응점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주어진 대응점은 선형방정식을 통4 ,
해 다음 식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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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소 자승 에러- (LSE)

(25)

식 는 영상 와 내의 화소 의 모든 응답 쌍의 밝기 에러를 나타낸다 여(25) I(x, y) I'(x', y') i .

기에서 는 정수 값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를 을 수행 후(x', y') I' bilinear interpolation

재구성 한다(resampling) .

(36)

식 은 구성 식이며 그림 은 식 의 원리를 도식화 한 것(30) bilinear interpolation , 5.2.43 (3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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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3 bilinear interpolation

비선형 이승오차 최소화 알고리즘-

방법은 비선형계의 최적화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중첩 영역 안에Levenberg-Marquardt .

최소화되는 에러 를 구해 새로운 변환 행렬 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지지 않은 운동iℯ 
요소     의 함수인 의 편미분 값을 이용한다 이는 식 과 같이 정의한다i . (37) .ℯ

(37)

여기에서 개의 대응되는 운동요소의 미분은 식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 진 다8 (37)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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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식 의 분모를 나타낸다 위의 편미분으로 부터 알D (23) . Levenberg-Marquardt

고리즘을 사용해 식 와 같이 헷세 행렬 와 무게 기울기 벡터(39) (Hessian Matrix) 
를 계산할 수 있다(weight gradient vector) b .

(39)

이 결과를 알고리즘의 변위 계산식   에 대입하여 운동 변수 을 계산하는m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는 반복 계산에 대한 안정화 변수 이다 이 값은 식 에서 오류를. (39)

측정했을 때 이전 단계에서 최소화를 수행한 것 보다 에러가 증가하면 그 값을 감소시키고 감,

소하면 증가시켜 새로운 운동변수 을 계산해 최적의 변환행렬 을 구한다 독립된 영역.
에 대 해서만 워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최적의 변환행렬 을 구하고 결정된 변환 행렬을 모,
자이킹 할 전체 영역에 최종적으로 적용시켜 계산시간을 줄였다.

아 최종 영상 합성( )

불연속 경계선의 개선①
카메라나 비디오로부터 얻어진 영상은 시선방향과 광원의 영항에 의해 영상들 사이에 밝기 차

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재구성된 영상은 경계선 을 가지게 된다, (visible edge) .

경계선을 제거하기 위한 양호한 방법이 에 의해 제안되었다 여기에서는 가중편균Edelson .

을 적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영상을 단지 가중평균에 의해 수행(weighted average) . ,

을 한다면 영상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평균 계산시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오히려 영상, ,

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환될 영상에서 영상이 없. ,

는 부분의 값을 특별한 픽셀의 값을 이용하여 채운다음 가중 평균 계산시 이값과 만나는 부분,

의 영상부분은 영상이 존재하는 영역의 픽셀값으로 대신한다.

가중 평균②
각각 명암도가 다른 두 영상에서 경계선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영상에 가중.

치 평균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경계선을 줄인다 식 과(weighted average)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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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은 눈에 보이는 경계선을 줄이기 위한 가중평균의 와 방향에 대한 블렌딩 함수이다(41) x y .

(40)

(41)

여기서 는 명암도에 대한 응답 값을 나타내고 는 가중 함수이다I' , w .

(42)

결국 식 을 이용하여 최종 영상 모자이킹을 수행한다(43) .

(43)

그림 는 가중함수를 적용하지 않은 모자익 영상이고 그림 는 가중함수를 적용하5.2.44 , 5.2.45

여 경계선을 제거한 예이다 가중 함수를 적용하지 않은 영상에서는 영상을 합성할 때 영상의.

경계면에서 경계선을 보여 사실성 여부가 결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블렌딩 수행 전 그림 블렌딩 수행 후5.2.44 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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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내 영상의 중첩영역 검색 후 합성 결과5.2.46

그림 은 실내 영상 간 중첩영역 검색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모델과 유5.2.46 .

사한 후보영역들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 중첩 영역의 근방에서도.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조적 유사도만 가지고 정확한 중첩영역을 찾아낸Voronoi Distance

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조적 유사도를 가지고 빠르게 후보영역들을 선택.

한 후에 칼라 정합도를 바탕으로 정확한 중첩영역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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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외 영상의 중첩영역 검색 후 합성 결과5.2.47

그림 은 실외 영상 특히 숲에 대하여 중첩영역을 검색한 후 합성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5.2.47 .

에서 보인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자연물과 같이 상대적으로 검색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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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미지 모자이크 알고리즘.

그림 에 제안된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먼저 카메라에서 입력받은5.2.48 .

영상을 널리 쓰이는 동영상 형식인 파일로 저장하였다 다 양하게 촬영된 동영상들로부AVI .

터 배경이 된 전체 이미 지를 구현하는 것은 사용 용도가 많은 이유도 있으며 현재 실시간 처,

리의 문제가 있어 일단 파일로 저장한 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을 로. FPGA

구현하거나 병렬 시스템을 사용한 다면 충분히 실시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모자이크 알고리즘5.2.48

저장된 파일로부터 얻은 프레임별 영상에서 특 징 점의 후보로 코너를 찾는다 코너블AVI ．
찾는 방법은 를 사용하였다 방향의 평균적인 이미지 밝기Harris Corner Detector [u, v]．

변화는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Intensity) (44) .

 ≅  






 (44)

행렬 의 고유값 으로 모서리 응답의 특성을 나타내면 식 로 나타낼 수 있M (eigen value) (4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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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여기서 는 경험 상수로 정도의 값을 가진다 모서리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큰 밝기0.04 ~0.06 .

의 변화가 있으며 식 의(45) 이 비교적 큰 양수 값을 가진다 번째 프레임에서 찾은 점들. n

중 개의 특징 점 을 선택하여 이를 각각2  ,   라 하였다 이 두 점에 해당되는.

점들을 번째 프레임 에서 찾는다 이 때 을 사용n+1 . NC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하여 구하며 번째 프레임 에서 선택된 두 점을 각각, n+1        
 ,      

 

이라 하였다 번째 프레임에서 특징 점 주변의. n ×크기의 이미지를 이 라 하고

번째 프레임의n+1 ×크기의 특징 점을 이라 하였다 이 들의 평균 와 분산. As, Ao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As2, Ao2 .

 ×


  

  


  

  



 ×


  

  


  

  



 ×


  

  


  

  



 ×


  

  


  

  



(46)

이로부터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cross correlation .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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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된 은cross correlation

  ×


(48)

로 나타 낼 수 있으며 이 때   ≤  ≤  을 만족하게 된다 가 에 가까울수록. Ncc 1.0

보다 일치하는 점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가장 일치도가 높은 점을 프레임의 개의 특징 점. n+1 2

으로 정하고 이 를       
 ,      

 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번째 프레. , n

임의 두 점 과 번 프레임의 두 점을 이 용하여 프레임 영상의 프레임 영상에 대한n+1 n+1 n

상대적 크기 회전 및 중심점을 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 번 째 기 준이 되는 프레임 번째, . (n )

의 회전 크기 및 중심점을 각각 도 및 으로 가정하였다 기준 프레임에 대한, 0 , 1.0 (0,0) . n+1

번째 프레임의 회전각   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

′
  
   



  
    



′      (49)

번째 프레임에 대한 번째 프레임의 상대 크기n n+1  은 동일 프레임의 두 점 사이의 공

간 거리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공간 거리를 각각.  ,   이라 하면 식 과같이 쓸 수 있(50)

다.

   

 
(50)

번째 프레임의 상대 중심점 좌표n+1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먼저   ,      
 을 일치시킨다.

두 대응점의 이미지 상의 거리를    이라 하면 식 과 같다,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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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때 중심점의 좌표는 식 와 같다, (52) .

      

     

(52)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크기 회전 및 중심점 의 좌표를 이 용하여 부분 영상들의 전체 영상,

에 대 한 위치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비디오 영상으로부.

터 전채 배경을 합성하게 되면 실제 비디오 파일과 작은 크기의 위 치 테이블 파일만 처리 결

과로 남게 되고 이로부터 얼마든지 전체 영상을 모자이크 할 수 있게 된다.

번째 프레임까지의 전역 크기 회전 및 중심점은 다음과 같다G , .

  
  





  
  



 (53)

   
  



 

    
  





(54)

그림 와 같이5.2.49 Global Position Table을 작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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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cale global Rotate global Center Point

Fr.1 1 0 


 




Fr.2    


  


 

Fr.3    


  


 

⋮ ⋮ ⋮ ⋮

그림 5.2.49 Global Position Table

을 참조하여 원하는 프레임들의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음Global Position Table .

그림 헤드 표면 이미지 합성5.2.50

그림 는 실험용 목업을 도 촬영하여 각각의 영상을 모자이크처리를 하여 도 영상5.2.50 360 360

파노라마 구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임.

원자로 헤드 영상 신호의 병렬처리3.

가 병렬 계산 시스템.

원자로 헤드 영상 신호의 실시간 처리 및 이미지의 재구성을 위하여 병렬 계산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그림 과 같이 처리속도와 의 메모리를 가진 대의 시스템을. 5.2.51 2 Ghz 2 GB 8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로 구축하고 를 설치하였다Gbps 16 node 64bit Linux . 1 server node

로 구성하였다+ 7 diskless nodes + 1 management ser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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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병렬 계산 시스템5.2.51

나 병렬 프로그램.

병렬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병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크기 의 이4 node MPI 1024×1024

미지를 회 수행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시스템의harris corner detector 10 .

경우 이고 병렬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였을 경우 로 시간이 단축되었다2366 msec 1580 m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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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병렬 프로그램5.2.52

로봇 제어기 통합 무선 환경 구축4.

가 망 구현. zigbee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로봇을 제어하고 다양한 센싱 기법을 활용하

기 위하여 프로토 타입의 무선 센서 및 제어 네크워크를 구현하였다 현재 유비쿼터스의 엔드.

노드 무선 환경으로 채택이 유력시 되는 표준의 무선 제어 센싱 환경을 사용 하였다Zigbee / .

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봇 제어와 동작 상태를 감시하는 간단한 형3 node zigbee on/off

태의 망을 구현하였다zig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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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병렬 표준의 무선 제어 센싱 환경5.2.53 Zigbee /

그림 병렬 를 이용한 로봇5.2.54 Zigbee



- 222 -

제 장 케이블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6

제 절 원전 케이블의 노후화 진1 단기술 개발

고분자 첨가제1.

고분자 첨가제는 합성수지 고무 플라스틱의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최종제품의 성, ,

능을 개량하기 위해 가공이나 중합과정에 첨가되는 화학물질로 고분자 재료의 취약

성을 보완하고 특성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재료를 의미한다 고분자 첨가제.

는 용도에 따라 크게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

공기 열 빛 미생물에 의한 물성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안정제로서의 산화방, ,①
지제 열안정제 자외선방지제 생물안정제, , ,

원하는 형태의 수지 성형 및 가공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서의 발포제 핵제, ,②
활제

최종제품 성형시 들어가는 성능 첨가제로서의 충진제 보강제 가소제 착색, , ,③
제 내충격제 난연제 대전방지제 가교제 형광증백제, , , , ,

이외에도 보다 특수한 성능을 부여하는 전도성부여제 투과성조절제 자성부여제 등, ,

이 있다 표 에 에 이러한 고분자 첨가제의 주요한 용도 및 기능을 나타내었다. 6.1.1 .

첨가제는 그 기능에 따라 화학적 성질 개선제 물리적 성질 개선제 그리고 가공성,

개선제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고분자재료의 적용범위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 , ,

항공우주 분야로 확대되고 사용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형태의 고

분자 재료 및 새로운 첨가제의 개발이 바로 신소재의 개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고분자 첨가제는 보조재료 라는 의미를 넘어서 플라스틱 제품의 최“ ”

종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소재 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분자“ ” ,

신제품 개발시 첨가제 활용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6.1-6.3].

표 고분자 첨가제의 주요 용도 및 기능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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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도 및 기능

가소제 합성수지에 유연성을 부여함.

열안정제

열이나 빛에 의하여 분해나 노화를 방지함.자외선안정제

산화방지제

활제 표면에 활성을 부여함.

가공조제 플라스틱의 가공성을 향상시킴.

난연제
플라스틱의 연소를 방지 또는 지연시킴.

불연제

충격보강제

기계적 강도 또는 경도를 향상시킴.충진제

가교제

대전방지제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함.

착색제 미려한 색조를 부여함.

발포제 경량 유연한 물성을 부여함, .

무적제 필름내부의 물방울 방지.

핵제 결정화 속도 촉진

불로킹방지제 및 슬립제 접착방지 및 윤활작용

또한 식품 포장재 및 의료용 제품에 독성 등의 문제해결과 환경문제에 따른 고분

자재료의 가공 첨가제의 제조 폐플라스틱의 회수 및 재활용을 고려한 사항들도, ,

고분자 첨가제의 주요 연구개발 방향이 되고 있다 현재 선진각국에서 환경오염에. ,

대한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점차 채용이 어려

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존에 사용되던 첨가제는 대부분 저분자 형태로서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 를 발생시키고 처리과정 중 분해(VOC: Vaporized organic compound) ,

되거나 고분자 내에서 이동하여 성형물의 표면에 표출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첨가제 개발을 위한 공통적인 과제는

첨가제는 목적하는 기능에 효과적이어야 한다.①
가공조건 하에서 안정해야 한다.②

나 이 되지 않아야 한다Bleed Bloom .③
무독성이어야 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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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고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⑤
고분자의 가공성 물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⑥

등으로 요약된다.

국내에서는 열안정제 산화방지제 활제 가소제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원재료를 수, , ,

입하여 최종 가공해 판매하는 제품이 상당수이며 국내시장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

으로 계속 연구개발 상품화되고 있다, [6.4, 6.5].

산화방지제2.

가 개념.

고분자 재료의 압출 및 성형가공 시에는 열 기계적 전단력 등에 의해 알킬라디칼,

이 발생하거나 산소 및 잔류금속성분 등에 의해 급속히 산화되어 라디칼이 발생하,

게 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라디칼에 의해 가교반응이 일어나 고분자가 해 지. brittle

거나 가 감소하고 또는 분해가 촉진되어 가 증가하는 등 본래의MI(Melt index) , MI

물성을 잃고 변질되어 사용이 어렵게 된다 산화방지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억제. ,

방지하여 산화로부터 고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산화방지제는 플.

라스틱을 비롯한 수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고분자 첨가제 시장의 정, 25 30%～
도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산화방지제는 고분자의 종류 및 가공조건 사용조. ,

건에 따라 종류와 첨가량이 다르게 선택되며 폴리올레핀 폴리스티렌 폴리에스터, , , ,

폴리아세탈 등의 수지와 등의 고무에 첨가되어, ABS NR, CR, EPDM, SBR, NBR

고분자 제품의 고품질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 산화 메커니즘.

고분자 재료는 특정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온도 빛 전이금속 등의, , ,

영향으로 서서히 산화되기 시작하여 그림 복잡한 산화과정을 거쳐 고분자의( 6.1.1),

외관 및 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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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분자의 노화 요인6.1.1

개시반응

P-H P* + *H→ (1)

성장과 분지화 반응

P* + O2 POO*→ (2)

POO* + PH POOH + P*→ (3)

POOH PO* + *OH→ (4)

2POOH POO* + PO* + H→ 2O (5)

PO* + PH POH + P*→ (6)

*OH + PH H→ 2O + P* (7)

종결반응

2POO* POOP + O→ 2 (8)

POO* + P* POOP→ (9)

P* + P* P-P→ (10)

그림 고분자의 자동산화반응 메카니즘6.1.2 [6.6]

고분자 사슬상에 반응활성점이 생성됨으로써 시작되는 고분자의 자동산화는 그림

에서 보듯이 활성점의 연쇄이동에 의하여 분자사슬의 절단으로 고분자가 붕괴6.1.2

되거나 가교에 의해 겔화가 진행되어 가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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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화방지 메커니즘.

고분자의 산화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빛이나 열과 같은 에너지원을 차단

하거나 고분자 제조시 불순물의 유입을 막는 방법 또는 포화고분자 내의 불포화분,

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에너지원의 차단은,

고분자 제조 및 사용에 있어서 불가능하며 나머지의 경우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없으므로 산화반응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자외선이나 열을 흡수하여 라디칼.

을 형성하는 산화진행과정을 단계적으로 분류할 경우 그림 에서와 같이 각 단, 6.1.3

계의 특성에 맞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산화방지제를 생각할 수 있다[6.7].

그림 산화방지의 단계적 구성6.1.3

이러한 산화열화반응을 억제 방지하는 방법에는 연쇄성장 반응의 금지 과산화물의, ,

분해 등이 있다 발생한 라디칼을 포착하고 라디칼 연쇄반응의 진행을 막는 물질의.

효과가 있는 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를 라디칼 연쇄 금지제 차 산화방지제 라고(1 )

하고 생성된 히드로퍼옥사이드를 라디칼을 발생하지 않는 형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를 과산화물 분해제 차 산화방지제 라고 한다(2 ) .

라 산화방지제의 분류.

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 메카니즘에 따라 차 및 차 산화방지제로 구분할 수 있으1 2

며 원료면에서 볼 때는 크게 페놀게 아민계 유황계 인계로 나뉘는데 이중 연쇄, , , ,

금지제 역할을 하는 것은 모노페놀계 비스페놀계 고분자형 페놀게 등의 페놀계 산, ,

화방지제와 아민계 산화방지제 차 산화방지제 이다 이 중 아민계 산화방지제는 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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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중 또는 사용할 때에 변색하기 때문에 고무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플라스틱 분

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차 산화방지제로 분류되는 과산화물의 분해제. 2

에는 계 유황계 산화방지제와 인계 산화방지제가 있다Thio ( ) .

차 산화방지제1

(Radical scavenger)

Hindered phenols BHT, Irganox 1010

Hindered arylamines Naugrad A.J

차 산화방지제2

분해제(Hydroperoxide )

유황계 DSTDP, DLTDP

인계 TNPP, Irgafos 168

표 산화방지제의 분류6.1.2

차 산화방지제(1) 1

차 산화방지제는 고분자 물질에 생성된 라디칼을 탈취하여 고분자를 안정화시키는1

라디칼 포착제 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여기에는 위치에 치환기가 도입된 힌더드 페놀 유도체와 방향족 아민 유도체ortho

가 있다.

그림 주요 차 산화방지제6.1.4 1

페놀계 산화방지제는 일반적으로 자동 산화의 연쇄 담체인 페녹시 라디칼을 포착하

여 산화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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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페놀계 산화방지제의 안정화 기구6.1.5

로 대표되는 페놀계 산화방지제의 산화방지 기능은 페놀과 고분자 라디칼의BHT

반응성 및 생성된 페녹시 라디칼의 안정성에 좌우된다 페놀 유도체의 치환기는 극.

성 및 형태에 따라 산화방지능에 큰 영향을 주며 치환기는 할수록 반, ortho bulky

응은 어렵겠지만 생성된 페녹시 라디칼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상반된 효과를 보인

다.

한편 방향족 아민계 산화방지제는 그림 과 같은 메카니즘에 의하여 산화방지, 6.1.6

능을 나타낸다.

차 아민의 산화방지 메카니즘은 그림 의 과 같이 진행되지만 차 아민은1 6.1.6 (1) , 2

의 메카니즘으로 진행되어 반응성이 큰 라디칼 을 형성한다 이는(2) diarynitroxy (I) .

의 과정을 통해 알킬 라디칼과 반응하여(3) diaryhydroxy-

를 만들거나 고분자 라디칼로부터 수소를 탈취하여 자신은amine ethyer(II)

으로 변화하면서 고분자를 안정화시킨다 방향족 아민계 화diaryhydroxyamine(III) .

합물은 착색되는 경향이 심하여 밝은 색의 제품에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

에 제한이 있지만 차 아민의 경우 오존 방지능력이 우수하여 색깔에 큰 문제가, 2

되지 않는 고무제품에 매우 효과적인 오존 방지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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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민계 산화방지제의 산화방지 기구6.1.6

차 산화방지제(2) 2

차 산화방지제는 주로 차 산화방지제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요량이2 1

많지 않지만 고온 내열성 및 가공성이 좋고 착색방지효과가 우수하여 시장규모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인계 산화방지제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궤도 함수가 있어d hydroperox-

를 분해하여 안정한 알코올을 만들면서 자신은 로 변화한다de phosphate .

보통 가 에 비해 분해 반응성이 크지alkyl phosphite aryl phosphite hydroxyperoxide

만 가수분해 및 열분해가 용이하여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배합에,

서는 가 사용된다aryl phosphite .

인계 산화방지제는 페놀계 산화방지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며 같은 차 산화방지, 2

제 중에서도 유황계에 비해 병용효과 차 산화방지제의 보조효과 가 떨어지는 것으(1 )

로 알려져 있다 반면 고온에서 탁월한 내열효과를 나타내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에 주로 사용한다 한편 유황계 산화방지제는. , hyd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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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해하여 안정한 알코올로 전환시킨다 이 역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peroxide .

페놀계 산화방지제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그림. ( 6.1.7)

유황계 산화방지제 중 의 산화방지 효과가 우수한 데 이것은, thiopropionic acid

를 분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hydroperoxide .

그림 6 페놀계 산화방지제와 유황계.1.7

산화방지제의 병용효과

산화방지제 선정 및 가속열화시험3.

가 산화방지제 선정.

케이블 재료의 경년열화에 대한 진단법으로 산화방지제 종을 선정하여 절연재료로4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과 혼합 가교하여 배합시편을 자체 제작하였다 선정한 종의, . 4

산화방지제는 라디칼 포획작용을 하는 차 산화방지제 종과 과산화물 분해 작용을1 2

하는 차 산화방지제 종으로 산화방지제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모두 일정함2 2 ,

량으로 배합하여 제작하였다.

나 시편의 제작 및 방사선 가속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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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절연재료로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모재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폴리에틸렌은

주 호남석유화학의 으로 하였다 방사선 열화에 따른 산화방지제의 열화거동을( ) 830 .

평가하기 위하여 종의 산화방지제4 Songnox 1035, Songnox 1680, Songnox 1010,

을 씩 첨가하여 혼련 제조하였음 시편의 제작은Songnox 6260 5 phr , . Banbury

로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산화방지제를 혼합하여 에서 약 분간 배합하mixer 130 20℃
였으며 배합된 시료를 로 에서 분간 가열 용융하여 두께, hot press 140 10 , 0.5 mm℃
와 의 시트형태로 제작한 후 배합시편의 조성 및 명칭은 표 에 나타낸1.0 mm , 6.1.3

것과 같이 명명하였다 시트형태로 제작된 종의 배합시편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 5

사선 조사시설의 60 선원을 사용하여 실온 대기 중에서 의 선량율로Co , 5 kGy/hrγ
각각 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였다200, 400, 600, 800, 1000 kGy [6.8,6.9].

다 실험방법.

열발광 특성 측정(1)

산화방지제의 종류별로 방사선 조사된 시편들의 절연 특성 변화 및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열적 안정성의 변화관계를 화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열발광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열발광 분석은 사의. Saint-Gobain Industrial Ceramics

Sample

Composition

Contents (phr)

PE-1 PE-2 PE-3 PE-4 PE-5

Base polymer

(LDPE)
100

Songnox 1035
1)

- 5 - - -

Songnox 1680
2)

- - 5 - -

Songnox 1010
3)

- - - 5 -

Songnox 6260
4)

- - - - 5

표 산화방지제 조성에 따른 시편의 조성6.1.3 LDPE

1)
Songnox 1035 : Thiodiethylene bis[3-(3,5-di-tert-butyl-4-hydroxyphenyl)

porpionate

2)
Songnox 1680 : Tris(2,4-di-tert-butylphenyl) phos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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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ngnox 1010 :

Tetrakis[methylene-3-(3,5-di-tert-butyl-4-hydroxyphenyl)propionate] methane

4)
Songnox 6260 : Bis(2,4-di-tert-butylphenyl) pentaerythritol diphosphite

을 사용하여 산소 분위기에서 초Thermoluminescence detector (TLS Model 2210)

기단계에 로 열적 평형을 유지한 후 의 승온속도로 가열하면서50 6 /sec 50 30℃ ℃ ～
의 온도 범위에서 분자내 탈트랩으로 인한 발광량을 검지하여 이를 방전 전하량0℃

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겔화율 측정(2)

각각의 조사선량별로 준비된 시료를 씩 개로 나누어 무게를 측정한 후 자일0.2g 5

렌 추출법을 이용하여 가교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자일렌에 시료를 넣(xylene) [6.10].

고 그림 과 같이 증발하지 않도록 냉각시키면서 자일렌의 융점보다 높은6.1.8 140℃
에서 시간 이상 끓이면서 추출하였다 추출 후 진공오븐에서 의 온도로 시15 . , 50 2℃
간 동안 건조시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추출 전의 무게와 비교하였다 가교도, .

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gel content) .

가교도 [%]=
자일렌에 녹은 후 시료의 무게자일렌에 녹기 전 시료의 무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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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겔화율 측정 장치6.1.8

산화유발시간 측정(3)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선 열화에 대한 물성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해 시차주사열량분석을 이용한 산화유발시간을 측정하였다 시차주사열량분석.

에 의한 산화유발시간은 질소 분위기에서 의 승온속도로 까지 가열하20 /min 180℃ ℃
고 약 분 동안 등온상태를 유지하면서 산소 분위기로 바꾼 후 재료가 산화 발열반3 (

응 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시간 측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6.11,6.12]

체적저항율 측정(4)

산화방지제 첨가에 따른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체적저항율은 실온에서 Electrometer

와 를 사용& High Resistance Meter(Keithley, 6517A) Test Fixture(Keithley, 8009)

하여 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측정하였다 체적저항율 측정의 개략도와 장치를1 kV .

그림 에 나타내었다6.1.9 .

개략도(a) 측정장치(b)

그림 체적저항율 측정의 개략도 및 측정장치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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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시 연신율 측정(5)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파단시 연신율의 측정은 인장시험기

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규정에 의거(Instron, Model. 1130) . ASTM D638

하여 형태의 시편 양끝을 지그에dumbbell 3×10
5 의 압력으로 고정시킨 후 재MPa

료에 따른 를 규정에 의해 정하여 시편이 파단될Load cell, crosshead speed ASTM

때까지 인장시켜 시편의 초기길이와 파단 후 시편의 길이를 비교하여 파단시 연신

율을 구하였다[6.13].

라 실험결과.

화학적 분석(1)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폴리에틸렌의 열발광량은 방사선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열발

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의 분자쇄,

절단으로 도전성 이온 가스 등 캐리어의 생성물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전단계 연구,

에서 밝혔으며 또 방사선 가교로 인한 가교부산물이 열방광량의 광원으로 작용하,

는 것도 발광량 증가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산화방지제 첨가에 따른 열발광량의 변.

화는 순수한 폴리에틸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양의 발광량을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차 산화방지제 첨가시 더욱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1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겔화율은 선량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산화방지,

제를 첨가한 경우 순수한 폴리에틸렌의 경우보다 낮은 겔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한 라디칼이 산화방지제의 포획작용에 의해 가교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6.14,6.15].

산화유발시간은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순수한 폴리에틸렌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을 첨가한 순으로 우수한Songnox 1035, Songnox 1010

내산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대해 차 산화방지제의 분해가 가. 1

장 적어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산화방지제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분해특성을 이용하면 방사선 열화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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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열발광6.1.10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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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열발광6.1.10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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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6.1.11

선 조사에 따른 겔화율 변화



- 238 -

0 200 400 600 800 1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O

x
id

a
ti
o
n
 i
n
d
u
ct

io
n
 t
im

e 
[m

in
]

Dose [kGy]

 PE-1

 PE-2

 PE-3

 PE-4

 PE-5

그림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6.1.12

선 조사에 따른 산화유발시간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2)

산화방지제 첨가에 따른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은 방사선 열화에 대해 현저한

특성 저하를 나타내었고 를 첨가한 경우 열화에 대해 가장 우수한 연Songnox 1035

신율을 유지하였으며 조사선량 정도에서 케이블 재료의 수명한계인 건전, 400 kGy

상태의 수치를 보였다 체적저항율 측정에서는 산화방지제의 종류에 관계없이50% .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것은 첨가한 산화방지제의 양이 미소량이기 때문,

에 전기적 저항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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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6.1.13

선 조사에 따른 체적저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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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6.1.14

선 조사에 따른 파단시 연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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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방지제 함량별 방사선 조사 효과4.

가 시험시편 제작 및 방사선 가속열화.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종 산화방지제4 Songnox 1035, Songnox 1680, Songnox

을 각 씩 일정함량 첨가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화학적1010, Songnox 6260 5 phr

분석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가장 유효한 산화방지제는, , Songnox 1680

과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최적의 산화방지제Songnox 6260 .

함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종 산화방지제를 각각2 2, 4, 6, 8, 10

씩 함량을 변화시켜 가공하여 방사선 열화에 대한 물성 변화를 측정하였다phr .

시편의 배합은 산화방지제 종류별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산화

방지제를 함량별로 측정 를 이용하여 에서 약 분간 배합한, Banbury mixture 130 20℃
후 로 에서 약 분간 가압 성형하였다, hot press 140 10 , .℃
제작된 시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조사시설의 60 선원을 사용하여 실온Co ,γ
대기 중에서 의 선량율로 각각 의 선량으로5 kGy/hr 200, 400, 600, 800, 1000 kGy

방사선 조사하였다.

나 실험방법.

겔화율 측정 및 체적저항율 측정(1)

종의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선 열화평가 및 최적 첨가제2

함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속열화에 따른 겔화율 및 체적저항율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은 제 장 절 항에서 제시한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6 1 3 .

열중량분석(2)

산화방지제 첨가량에 따른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중량감소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

중량분석을 사의TA Instrument Thermogravimetric Analyzer (Model. TGA 2950)

를 사용하여 질소 분위기에서 로 평형을 유지한 후 의 승온속도로 측50 , 10 /min℃ ℃
정하였다 열화에 따른 재료의 분해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중량의. , , 5%

감소시 온도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 에 의하면 현재 유기절연재료의 방사. [6.16] ,

선 열화평가 지침이 되는 기계적 특성과 를 이용한 중량감소온도의 변화와는TGA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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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방사선 조사에 따른 산화방지제의 함량별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겔화율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미조사의 경우 순수한 저밀도 폴리에틸렌 첨가6.1.15 . , Songnox 1680

시편 첨가시편 모두에서 미만의 겔화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Songnox 6260 10% .

순수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 의 방사선 조사에서 급격한 겔화율의 증200 kGy

가를 보였으며 이후 선량에서도 안팎의 높은 겔화율을 보인다 폴리에틸렌의, 80% .

방사선 열화에 대한 화학적 구조 변화는 초기 측쇄의 분해에 의해 주변의 산소와

반응한 산화반응과 끊어진 측쇄들 간의 재결합으로 인한 가교반응이 경쟁적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높은 선량에서는 측쇄 뿐만 아니라 주[6.6,6.17,6.18].

쇄의 절단도 함께 나타나면서 열화가 진행되며 본 연구에서의 이상의 방, 400 kGy

사선 조사시 주쇄 및 측쇄 절단이 경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경우는 산화방지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순수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겔

화율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만 방사선 조사한 시편의 겔화율이 전반적으로 순수,

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겔화율보다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첨가한 산화.

방지제의 산화방지 메커니즘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저밀도 폴레에틸렌에서 생성된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상의 조. 200 kGy

사선량에서 산화방지제의 첨가량에 따른 겔화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산화방지제의 함량별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체적저항율의 변화

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체적저항율은 초기 영역에서 미조사 시편에6.1.15 . 200 kGy

비해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 그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저선량 영역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측쇄나 주쇄의 붕괴 절단 작용과 함께 생성,

된 가스기포 불순물 도전성 이온 등의 급격한 증가로 체적저항율이 급격히 감소하, ,

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도전성을 지니는 이온들의 재결합으로 인하여 생성 케리어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방지제 을 첨[6.19-6.21]. Songnox 1680

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 방사선 미조사시 순수한 폴리에틸렌보다 우수한,

체적저항율을 보였다 또 정도의 첨가량을 함유하였을 때 방사선에 대한. 2 4 phr～
체적저항율의 저하도 저감되어 우수한 내방사선 특성을 보이는 반면 그 이상의 함,

유량에서는 방사선에 대해 산화방지제가 불순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화방.

지제 을 첨가한 경우는 미조사시에도 급격한 체적저항율의Songnox 6260 8 10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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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나타내었으나 방사선 조사에 따라 산화방지제의 과잉분이 분해되어, 6 phr

이하로 첨가한 경우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방사선 미조사시와 조사시 열1000 kGy

중량 분석 결과를 그림 과 그림 에 나타내었다6.1.16 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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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 함량에 따른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겔화율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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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 함량에 따른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체적저항율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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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 함량에 따른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중량감소 곡선 방사선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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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원전 케이블의 노후화 진단기술 고도화2

고분자 재료의 동적 물성1.

가 일반적 특성.

고분자재료의 사용분야가 매년 확대되어 많은 양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화학적 안

정성을 비롯한 많은 다른 특성과 함께 넓은 범위 역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에 힘

입은 바 크다 일반적으로 역학적 성질 예를 들면 응력 변형 기동 강도 응. ( , , creep,

력완화 등 의 기술은 재료의 점탄성적 기동에 따르고 있다 또한 재료의 동력학적) .

기동 또한 역학적 성질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학문적인 측면이나 실제적인 측면에

서 그 요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동적 기계적 특성은 진동하는 외력을 가하였을 때 대응하여 발생되는 물질의 변형

을 온도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 탄성율 손실 탄성율 와dynamic , (loss modulus)

또는 내부 마찰력 등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mechanical damping .

란 재료의 강성 을 뜻하는 것으로 실험 장치에 따라 전단 인장 또modulus (stiffness) ,

는 굴곡 탄성율 등이 있다 이란 변형과정 중 열로서 방출되는. mechanical damping

에너지량을 뜻한다.

고분자 재료는 대표적인 점탄성체로 점성을 갖는 액체와 탄성인 고체의 특징을 갖

고 있는데 탄성체는 열의 방출 없이 기계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

점성 액체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고분자 재료가 변형을 하면 에너지의.

일부는 에너지로 저장되고 일부는 열로서 방출된다potential [6.22].

이와 같은 고분자의 특징을 동적 기계적 특성을 통하여 조사하면 고분자의 물리화

학적 구조 및 성질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하여진 변형조건하에서 어떠한 성질

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다 표 에 동적 기계적 물성에 의한 고분자 분석을. 6.2.1

행할 때 알 수 있는 여러 현상을 제시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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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물성 및 현상

물리화학적 성질 구조, 유리전이 현상

분자량 비교

가교도 비교

결정화도 비교

분자쇄 배향

상분리

완화 스펙트럼

가공공정에 따른 구조 및 형태변화

블렌드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조성 분석,

역학적 성질 내충격 특성

방음 방진 특성,

피로성

반복적 변형하의 발열

표 동적 기계적 특성에 의한 고분자 분석의 예6.2.1

나 동적 물성 측정의 원리.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적 기계적 특성의 측정결과로 동력학적 성질과 구조인1

자 결정화도 분자배향 분자량 가교도 공중합 가소화율 등 와 외부변수 온도 압( , , , , , ) ( ,

력 시간 주파수 변형양식 주위환경 등 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 , , , ) .

력학적 성질은 저장탄성율 손실탄성율 과 또는 내부마찰( E', E'' damping

  ′
 ″

진동적 자극 을 주어 탄성적 응답 변형 과 점성적 응답 변형) (repulse) ( ) ( )

을 얻어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분자 고체의 형태는 섬유 판 등의 규칙 바, film,

른 형태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진동 진폭 진동수 진동양식 파의 전. parameter ( , , ,

달 가 매우 중요하다) .

진동의 양식에는 대별하여 비틀림 진동 굽힘 진동 신축 진동의 종류가I. . . 3Ⅱ Ⅲ
있는데 로부터는 강성율 및 그에 대응하는 점성율 으로부터는( ) , ( ),( ) YoungⅠ Ⅱ Ⅲ
율과 그에 대응하는 점성율이 측정된다 동적 점탄성의 측정 방법도 자유감쇠진. A.

동 공명정상진동 강제정상진동의 셋으로 분류되는데 시료의 형이나 측정기의B. C.

종류에 따라 상기 과 의 조합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동, , A, B, C .Ⅰ Ⅱ Ⅲ
적 물성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진동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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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동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선형이면 즉 그 성질이 진도의 진폭에 무관하(1) :

면 일정 주파수에서 주기와 적 감소로부터 역학적 거동을logarithm

결정할 수 있다.

공명진동 진폭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변화하는 진동력이 가하여지면 응답 변(2) : (

형 진동의 진폭이 계의 공명주파수로 알려져 있는 주파수에서 최)

대치를 나타낸다 공명주파수의 값은 계의 탄성성질에 의존하고 공.

명의 폭은 손실력 의 척도가 된다(dissipative force) .

파의 전달 몇 가지 탄성파 비탄성파 는 고체 속을 통과하는데 예를 들면 굴곡(3) : ( ) ,

신장 비틀림파는 고체의 봉을 지나는 한편 신장과 굴곡파는, plate

만을 지나게 된다 이들 파의 전달속도는 물질의 탄성정수와 밀도.

에 의존한다 따라서 동적 탄성정수는 일정 매체 안에서는 파의 전.

달속도로부터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재료가 탄성응답과 함께.

점성거동을 나타내면 손실력을 나타내는 인자는 다음과 같은 측정

으로 얻을 수 있다.

손실되는 에너지량a)

응력 변형률 간의 위상관계b) -

시료의 서로 다른 점에서 얻어진 응력의 진폭비c) 2

자극과 응답(4) Sinusoidal

선형 점탄성 거동에 그림 과 같이 의 한 가 주어질6.2.1 sine function dynamic force

때 은 으로 변화하나 는 과 위상차가 생겨strain sine function stress strain cosine

으로 변화한다 이 위상차는 완화현상과 관련하여 분자재정렬에 시간이 필function .

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을 식으로 나타내면6.2.1

=σ σ0 sin (wt + ) ----------(1)δ w 각 진동수:

=ε ε0 sin wt ----------(2) δ 위상차:

식으로부터(1)

=σ σ0 sin wt cos +δ σ0 cos wt sin δ
= 


sin wt ε0 cos +δ 


cos wt ε0 sin δ

= E' ε0 sin wt + E'' ε0 cos wt ----------------------(3)

즉 E' = 


cos δ E'' = 


sin ------------------(4)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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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적 기계적 측정에 사용되는 인자들의 관계6.2.1

표 주파수 범위에 따른 역학적 활용6.2.2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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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에서와 같이 탄성율을 복소표현으로 나타내면6.2.1 (a)

=ε ε0 exp iwt ------------------------------(5)

=σ σ0 exp (iwt + )δ ------------------------------(6)




= E =≠ 


exp i =δ 


(cos +i sin )δ δ

= E' +iE'' -------------------------(7)

이상과 마찬가지로 는shear complex modulus

G = G' +iG"≠ ------------------------------------(8)

|G | = G'2 +G"2≠ -----------------------------------(9)

tan =δ  ′
 ″

----------------------(10)

G' = |G |cos , G" =|G |sin≠ δ ≠ δ

로 나타내면complex compliance

J = 
≠


= J' - iJ" ----------------------------------------(1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란 내부마찰이나 을 뜻하는 것으로 한tan damping cycleδ
동안 저장되는 최대 에 대한 손실에너지의 비를 뜻한다potential energy .

표 에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나타내었는데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의6.2.2

에는DMA 10
-2

10㎐ ～ 6 가 사용된다.㎐

다 응력 변형 진동. -

고분자는 점탄성을 겸유하는 물질로 용융되어 유체상태에서 나타나는 다이팽창(die

과 같은 탄성현상 고체 상태에서 서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하는swell) ,

같은 점성 현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위한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creep .

이들 모델의 효시는 의 법칙을 따르는 과 점성을 나타내는 가Hooke spring dashpot

각각 직렬 병렬로 연결된 과 이다, "Maxwell model" "Voigt model" .

우선 과 에 관하여 보면spring dashpot

“spring” = Gτ ϒ 전단응력 변형, : , -----------(12)τ ϒ
= Eσ ε 인장응력 변형, : , -----------(13)σ ε

여기서 하다란 것은 어느 물체와의 외부로부터 시간 의 함수인 자극 를linear t 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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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그에 대한 응답 를 시간의 함수로서 만족한다고 한다 가 주어지면 가y(t) . x y

결정된다고 하고 개의 양 가 서로 선형이라고 하면2 x, y

y(x1+x2) = y(x1) + y(x2)

자극 가x(t)

x =    
    ≧ 

인 을 취하면 응답 는step function y(t)

y(t) = (t)x0, (t) = 0

다음에 가 에서 단계적으로 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x t1, t2 ... x1, x2 ...Δ Δ
y(t) = 

  

 (t-ti) xiΔ
이것을 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로 확장하면x

y(t) = 
 ∞



 (t-t')′
′

′
이것이 선형 자극응답이론의 기초 방정식이다.

여기에 =ϒ ϒ0 의 변형을 주면sin (2 ft)π
에너지 손실은 e = 





   ----------------------------(14)

"dashpot"

=τ η    점도 전단: ( ) ------------(15)η
=σ λ    인장점도:λ -------------(16)

e = 




∙  
 ----------------(17)

한편 이나 은 인, Maxwell voigt model viscous damping constant =τ  로서 정의되
는 완화시간이나 지연시간 으로 특징지어진다 일정한 가 부(retardation time) . stress

가되었을 때 요소는 선형 에 이은 순간 탄성률을 나타내며 을maxwell creep , strain

일정하게 유지하면 응력완화거동은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순간적인 탄성응답을 나타

낸다 은 점근적으로 증가하는 변형을 갖는 일정한 응력에 대응한다 응. voigt model .

력을 제거하면 으로 나타나는 변형감소는 점근적으로 에 가까워진다 이들strain 0 .

두 요소를 조합하면 순간탄성률 선형 지연탄성과 같은 것을 특징지을 수 있, creep,

는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여러 방법으로 조합한 일반화된model .

은 고분자물질의 역학적 성질을 해석하는데 사용된다model .

예를 들어 상수 를 갖는w =ε ε0 의 조화함수에 따르는 기본요소를 무한히 갖고ei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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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반화된 에 있어서 관계는maxwell model s-s

= (E' +iE") 0eiwtσ ε --------------------------------(18)

E' = 


∞





 ------------------------------(19)

E" = 


∞





 ------------------------------(20)

여기에서 는 시료의 완화시간의 연속분포함수이다.

윗 식으로부터 는complex modulus

E =≠  = E' + iE" ------------------------(21)

식을 재정렬함으로써 일정 주파수에서 점탄성 물체를 의 항으로(18) voigt element

탄성 와 점성 를 규정지을 수 있다modulus damping constant .

= E' 0 eiwt +σ ε 
 ″



( 0eiwt) --------------------(22)ε

= E' +σ ε η --------------------------(23)

여기에서 =η 
 ″

-------------------------(24)

의 저장탄성율 손실반성율을 에 대하여 도시하면 그림 와Maxwell model , 2 f 6.2.2π λ
같으며 손실탄성율 은 가 이 되는 점에서 최대치를 나타낸다 에는 실G'' 2 f 1 . 2 fπ λ π λ
험조건인 변형의 주파수 와 고분자의 완화시간 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파수 는f fλ
실험시간 이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 에 관계하며 완화시간 는 온도에 따라 변화(1/f 1 ) τ
하는 함수로서 실험의 시간과 온도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WLF

의 시간 온도 중첩원리가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일정온도에서 주파수 의 변화에 따- . f

른 의 기동을 보면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변형이 서서히 주어지기maxwell model

때문에 가 서서히 움직이며 이때 에너지 손실도“dashpot" f가 작기 때문에 매우 작

고 (e=




  
 에도 하중이 거의 걸리지 않는0 G'' 0) "spring"≈ → →

다 (G' 0).→

그림 단일 완화계에서 각주파수에 대한 의 분산 및 의 흡수6.2.2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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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는 거의 움직일 여유가 없으며 고분자의f “dashpot" (

완화시간 보다 변형이 바뀌는 시간 이 더 짧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함 따라서1/f )λ
손실이 없고 모든 하중이 에 걸리기 때문에 가 커진다energy (G'' 0) ”spring" G' .→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주파수에서 온도가 높아져 가 에 가까워지거나 온도가 낮0τ
아져 가 아주 커지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보이며 결국 가 최대치가 되는 것G''τ
은 실험에서 부여되는 시간여유와 고분자의 완화시간 의 크기가 서로 비슷할 때( )λ

가 된다 그림 및 그림 에는 의 온도 주파수 의존성을 도(2 f =1) . 6.2.3 6.2.4 G', G'' ,π λ
시하였다.

그림 저장탄성계수와 의 주파수 영향6.2.3 tan δ

그림 비정질 의 저장탄성계수와 의 온도의존도6.2.4 polyethylene terephthalate tan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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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물성의 측정2.

동적 기계적 특성의 측정에는 여러 가지 진동수에서 서로 다른 진동원리 즉 free

vibration, resonance forced vibration, nonresonance forced vibration, wave or

등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은 제한된 진동 범위 안에서pulse-propagation technique

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비틀림 변위 시간 곡선6.2.5 -

변형 시간 곡선으로부터 와- dynamic sheer (tortional modulus) G' logarithmic

를 결정할 수 있다decrement .Δ
는sheer modulus G'

에서는cylinderical specimen

G' = (8 IL/r4)(1/p2)π -----------(26)

에서는rectangular specimen

G' = (64 2IL/ubh3)(1/p2) ------------(27)π
시료의 길이L : 의 관성I : inertial member moment

시료의 폭b : 시료의 두께h : 시료의 반경r :

진동주기 초p : ( ) 에 대한 의 에 의존하는u : h b ratio(b/h) shape factor

한편 는 연속적인 두 개의 진동 진폭비의 으로부logarithmic decrement logarithmΔ
터 얻는다.

= lnΔ 


= ln


= ln


--------------------------(28)

그런데 와 는 다음 식으로 연관된다dissipation factor tan loss shear modulus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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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modulus equation

E =







 
 



------------------------------(31)

영률E : (dyn/ )㎠  : DMA frequency( )㎐
 의 관성 모멘트: arm (g )㎠

선회측 의K : pivot ( ) spring constant(dyn/cm rad-1)

Lv : clamping distance(cm)

의 길이D : sample

은 일정한 진폭을 유지하기 위한 힘 의 양으로 직접 측정energy dissipation (power)

된다 은 로 나타내지며 사용 온도범위는. sample damping log scale(dB) 150 500 ,～ ℃
두께는 폭은 길이heating rate 0.5 20 /min sample 0.02 1.6mm, 0.02 13mm,～ ℃ ～ ～

10 25mm modulus range 0 10～ ～ 11 범위에서 사용된다dyne/ .㎠

기계적 온도 곡선의 해석3. tan -δ

고분자 고체 특히 결정성 고분자 고체의 무정형영역 내부 분자쇄의 응집상태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조와 물성사이의 상관관계를 확립하는데 필수불가결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섬유의 경우 미세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결정영역에 한정되어 행해져왔다 그, .

러나 섬유의 가공특성을 지배하는 것은 결정영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무정형영역

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섬유의 염색성 흡습성에는 무정형영역의. ,

기여가 크며 연신 가연동시가공법에 있어서 미연신계의 미세구조의 경시변화나 방, /

축가공 등에는 무정형영역이 중요하다.

결정영역의 미세구조 결정화도 결정입자의 크기 결정결합 분자쇄의( , , , conformation)

의 측정방법이나 해석방법은 이미 확립되어져 있으나 무정형영역의 미세구조의 평

가 방법은 이제까지 몇가지 제안되어 있으나 명백한 방법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정형영역내의 고분자사슬 의segment

운동과 관계있는 역학적 흡수micro-brown ( 흡수 가 나타나는 온도영역에 있어)

서 온도곡선은 미세구조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tan - .δ
그러나 이제까지 온도곡선의 정량적인 해석은tan - ,δ

선형 점탄성현상론으로 알 수 있듯이 계의 값을 알아도 계의 점탄성(1) , tan ,δ
특성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로서 을 로서는 를 취한. pulse strain respons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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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 으로 점탄성거동을 기술하여 선형 점탄성현상론으로 설명하거, E' E''

나

계가 완화시간이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각 성분의 와 계의(2) tan tanδ δ
값과의 상관성이 이론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하나의 분자사슬 계를 구성하는 성분 의 점탄성거동으로부터 계의 점( )

탄성거동을 표현하고자 하는 분자론적 입장에서 및 완화 을 이용E', E'‘ spectrum

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행한 예가 있어 몇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가 개의 완화시간을 갖는 계. 1

결정적 고분자 고체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모델을 그림 에 나타냈고 그3 6.2.6

림 의 를 기본형으로 하여 전개한다6.2.6 (a) .

그림 고분자 재료의 기계적 등가모델6.2.6

간단히 E1a=E1, E2a=E2, η2a=η2로 하고 각속도 를 이용하면ω
tan =δ 




 





---------------(32)

식과 같다(32) .

단 은 완화 후의 탄성율 는 완화 전= 2/E2, x = wz, as = E2/E1, E1 , (E1+E2)τ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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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율 는 완화강도에 해당한다 및 곡선의, E2 . Tmax, (tan )max, as tan - Tδ δ
반가폭 사이에 식이 성립한다T1/2(s) (33) .Δ

   


 



 ×










-------------------------(33)

여기에서 는 겉보기활성화 의 의 온도 의존성은Ha energy(kcal/mol) (32)Δ τ
형 식 이나 형 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arrhenius [(34) ] WLF [(35) ] .

= exp ( Ha/RT)τ τ∞ Δ ---------------------------(34)

log = log g -τ τ 



---------------------------(35)

일 때의 완화시간: Tτ∞ → ∞
일 때의 완화시간g : T = Tgτ




 및 51.6

의 온도의존성이 형 일 때 식을 에 대입하고 식을 이용하여Arrhinius (34) (32) (33)τ
변형하면 식이 얻어진다(36) .

      

  

-------------(36)

  


   ∞


-------------------(37)

한편 인 경우WLF

   





 ∙

 
∙

  


 ---(38)


 및   

 및 각각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후자는 에서Tmax

의 
이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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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식 과 의 차이는(37) (40) ∝ ∝




이다.

나 완화시간이 넓은 분포를 갖는 계.

요소 중의 탄성율의 값이 다른 일반화 모형을 에Maxwell spring Maxwell Fig.11

나타냈다. E', E0는 탄성요소의 탄성율 는 점성요소의 점성계수 은, i (i = 1-N) , Nη
완화에 기여하는 요소의 수이다 각 요소의 완화시간Maxwell . Maxwell i = ( iτ η
을 알면 는 식과 같다/E) tan (41) .δ

 


 














 










-------------------------------(41)

단 w는 측정각속도 는 탄성율비로(rad/sec), a E/E0 이다.

여기에서 를 최대 완화시간, 을 최소시간으로 하고 일 때 식은 식N>>1 (41) (42)

으로 근사할 수 있다.

 
























--------------------------(42)

는 완화시간의 분포함수 는 사이에 존재하는 요소의F ( ) , F ( )d ~ td Maxwellτ τ τ τ τ τ τ τ
수이다 과 의 차는 완화시간의 분포상태에 따라 변동하는 완화시간이 좁은. (41) (42)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값의 차는 작다tan .δ





 ---------------------------------(43)

이상과 같은 가정 하에서 정리하면 완화시간의 분포를 보다도 로 나타, H(ln ) F ( )τ τ τ
내는 편이 곡선과의 대응관계가 보다 이해되기 쉽다 즉 곡선tan - T . tan -Tδ δ
의 의 값은 함수 의 형에 대응하여 변한다F ( ) .τ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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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an )δ max나 Tmax에서는 이 분포함수의 형태에는 관계없이 거의 단일 완화,

시간으로 구성되는 계에서의 여러 관계가 성립한다.

그림 일반화 모델6.2.7 Maxwell

동적 물성에 의한 구조 분석4.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와 내부 마찰은 모든 역학적 성질 중 가장dynamic modulus

기본이 되는 성질로 최종 제품의 사용 용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또는 은 분자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이 완화dynamic loss modulus damping ,

과정 구조적인 그리고 다상계의 에도 매우 민감하여, hetero-geneities, morphology

분자 에서의 동역학적 성질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비결정 고분자의 전형적level .

인 동역학적 성질을 온도 함수로 그림 에 나타냈다6.2.8 .

그림 비정질 고분자의 대표적인 동적 기계적 특성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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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영역에서 은 분자쇄의 운동의 시작 때문에 높아진다damping micro-brownian .

운동은 의 과 관micro-brownian main chain segment cooperative diffusion motion

계가 있으며 보통 이 전이는 이라고 불리운다 이primary dispersion . primary

보다 낮은 온도 측에서 다른 완화전이를 볼 수 있는데 보통dispersion secondary

보다 낮은 온도 측에서 다른 완화전이를 볼 수 있는데 보통dispersion secondary

이라 불리우며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라고 불리운다 분산은 측dispersion , .β γ β
쇄인 에 관계하며 분산은 에 붙은 에 관계한ester group , main chain methyl groupγ
다.

한편 결정성 고분자의 전형적인 동역학적 성질은 온도에 대하여 도시하면 그림

와 같다 여기서 는 검정 영역 안의 이웃하는 분자쇄의 구조적인6.2.9 . leathery state

속박 하에서 비정영역의 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주어진 고분micro-brownian motion

자가 결정화한 후에 조차 은 고온으로 이동하고 비정상태와 비교하면 넓어-peakα
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결정성 고분자의 대표적인 동적 기계적 특성6.2.9

한편 결정성 고분자에 있어서는 과 분산 사이에 다른 분산이 나타나는데Tm α  또

는 ′분산이라고 부르며 결정상 안에 있는 분자운동에 기인하는데 비결정면 사이의

마찰점도 또는 결정 안의 분자들의 마찰점도에 기인한다고 한다 보다 낮은. peakα
온도영역에 있어서 비결정 고분자와 마찬가지로 분산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β γ
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작은 분자의 운동을 포함하게 된다 즉 결정영역 내지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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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영역 안의 결정의 비상용성의 불순물 등이다 와side group defects, . tan lossδ
를 라고 부르는데 이들 온도에 대하여 도시하면 완화 또는 비탄modulus loss factor

성 를 나타내게 된다 이들 의 분석은 측정과 함께 고려하면spectra . spectra NMR

분자운동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여러 가지 주요 고분자에 대한 많은 완화.

스펙트럼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 케이블의 노후화 평가 실험5.

방사선 환경에서의 경년열화에 따른 케이블 재료의 산화반응 및 열화에 대한 대응

책으로 종의 산화방지제를 선정하여 에 씩 일정량을 혼합하여 배합시4 PVDF 5 phr

편을 제작하였다 선정한 종의 산화방지제는 계열 종과 계열. 4 Phenol 2 Phosphite 2

종으로 하였으며 순수한 와 배합한 시편을 방사선 가속열화하여 유전완화특, PVDF

성을 측정 평가하였다, .

가 시편의 제작 및 방사선 가속열화.

배합시편 제작(1) PVDF

케이블 피복재료로 를 모재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는PVDF PVDF

사 의 밀도Goodfellow Cambridge (England) 1.76 g/cm
3 두께 의 필름을 사, 0.08 mm

용하였다 산화방지제와의 배합은 동일 재질 파우더 형태의 와. PVDF Songnox

을 각각 씩 첨가하여1010, Songnox 1035, Songnox 1680, Songnox 6260 5 phr 17

에서 로 분간 혼합한 후 배합된 시료를 로 에0 Bunbury mixture 20 , hot press 180℃ ℃
서 약 분간 가열 용융하여 두께 의 시트형태로 제작하였다 순수한10 , 0.05 mm .

를 을 첨가한 것을 를PVDF PVDF-1, Songnox 1010 5 phr PVDF-2, Songnox 1035

첨가한 것을 을 첨가한 것을 을 첨PVDF-3, Songnox 1680 PVDF-4, Songnox 6260

가한 것을 로 명명하였다PVDF-5 .

배합시편의 방사선 가속열화(2)

원전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에 관련된 재료의 정상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가장

큰 열화 요인은 방사선과 열에 의한 열화이다 에서는 원전용. IEEE standard Class

등급의 케이블 재료는 정상상태에서1E Co
60 에 의 선량에 냉각재-ray 0.5 MGy ,γ

상실사고 시에는 의 선량에서도 제 기(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1.5 MGy

능을 수행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케이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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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방사선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조사시설의 Co
60 γ

선원을 사용하여 실온 대기 중에서 의 선량율로 각각-ray , 5 kGy/hr 200, 400, 600,

의 선량으로 조사하였다1000 kGy .

나 노후화 진단을 위한 물성 평가.

유전완화 특성 측정(1)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배합시편의 방사선 가속열화를 수행한 후 유전특성을PVDF

유전측정장치 사 를 이용하여 측정(Dielectric Analyzer, TA instruments , Type 2970)

하였다 두 금 전극 사이에 두께 의 시편을 장착하고 범위. (gold) 0.3 , 1 100 (1,㎜ ㎐～ ㎑
의 교2, 4, 6, 10, 20, 40, 60, 100, 200, 400, 600 , 1, 2, 4, 6, 10, 20, 40, 60, 100 )㎐ ㎑

류 의 정현파 전압을 인가 교류전계를 형1 V ,

그림 유전특성 측정장치의 개략도6.2.10

성시켜 시료를 분극시키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 차이를 이용,

하여  
′
과  

″
을 측정하였음 상부전극은 가드 링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하부전극은. - ,

시편의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를 내장하고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있다 시편은 양 전극 사이에 의 압력으로. 300 N 고정시켰으며 질소가스 순환 후,

의 승온속도로 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2 /min 50 250℃ ～ ℃ .

실험결과(2)

가 배합시편의 온도 의존성( ) PV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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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증가에 따른 건전상태 의PVDF-1  
″
은 부근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30 0℃ ℃

이후에서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는 의 유리전이온도 약 부근에서 발생. PVDF ( 28 )℃
하는 것으로 보아 주쇄의 운동에 관련된 쌍극자 배향에 의한 분산PVDF segment

분산 으로 여겨진다 보통 고분자 재료의 온도에 따른 흡수 및 분산은 유리전이( ) .α
온도 이상에서 종류가 나타나며 일정 주파수에 대한 온도 변화형으로 도시하면2 ,

저주파측 고주파측의 흡수에 대응하여 각각 고온측 및 저온측으로 분산 및 흡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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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온도의존성6.2.11 PVDF-1

으로 저주파측 고온측 의 흡수는 고주파측 저온측 의 흡수에 비해 큰활성화에너지를( ) ( )

가지며 의 경우도 유리전이온도 부근인 약 와 부근에서 종류, PVDF-1 -30 50 2℃ ℃
의 분산 및 흡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배합시편의 주파수 의존성( ) PVDF

건전상태 및 방사선 조사한 의 두 경우 모두 주파수 증가에 따라PVDF-1  
′
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리전이온도 주변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

로 주쇄의 운동에 관련된 쌍극자 배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egment .  
′
은 열화

의 진행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온도의존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열화에 따,

라 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주파수 증가에 따른PVDF .  
′
의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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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자 원자분극 등의 소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 ,

정 주파수 영역 이후의 감소는 배향분극 및 공간전하 분극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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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kGy irradiated PV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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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kGy irradiated PVDF-1

그림 의 주파수 의존성6.2.12 PVDF-1

가속열화 배합시편의 노후화 진단(3)

가 원호( ) Cole-Cole

에서-30℃  
′과  

″의 방사선 열화에 따른 의 변화를 표시한 의 원PVDF Cole-Cole

호 곡선을 그림 에 도시하였다 의 원호는 열화의 진행에 따라 원의6.2.13 . Cole-Cole

형상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가상의 원호를 표시하였을 때 축 절편의 크기. x

는 발생한 유전분극의 크기로 나타나며 유전완화강도로 정의된다 유전완화강도는, .

열화에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유전,

완화특성은 이온 전도에 기인한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에도 적용,

됨을 확인하였다.

나 결언( )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의 유전특성의 온도의존성 주파수의존성 측정 결과를PVDF ,

이용 작성한 의 원호에서 유전완화강도를 구할 수 있으며 유전완화강도, Cole-C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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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로 열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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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의 원호6.2.13 PVDF Cole-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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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특성을 이용한 열화 평가 실험6.

중600V EPR/CSP 1PX 16AWG Shield LG Cable EPR(Ethylene propylene

재료의 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하였다 또 열 및 방사선 열화에 따른 파단시rubber) .

연신율 인장강도 열분해 중량감소 및 동적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 ,

였으며 동적 기계적 특성의 다중 주파수 측정으로 시간 온도 중첩법을 활용하여, -

사용온도 외의 다른 온도 조건에서의 점탄성 거동을 제시하였다.

가 실험방법.

기계적 특성 측정(1)

케이블 재료의 평가방법의 일환으로 방사선 및 열적 가속열화에 따른 파단시 연신

율 인장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실험방법은 제 장 절 항에서 제시한 측정방법과 동, 6 1 3

일하게 측정하였다.

동적 기계적 특성 측정(2)

전력용 및 제어용 원전 케이블 절연재료인 의 동적 기계적 특성은600V EPR

사 을 이용하였다 시편Dynamic mechanical analyzer (TA instruments , Type 2980) .

의 형상은 의 직육면체로 가공하였으며 에25.00×5.00×0.30 mm , tension film clamp

장착하여 의 진폭으로 주파수 로 인장 수축 하중을 반복적으로 인가하면50 1 Hz -㎛
서 저장탄성율 손실탄성율 기계적 를 측정하였다 측정 분위기는 공기 중에서, , tan .δ
하였으며 측정온도는 의 범위에서 의 승온속도로 하였다 동적, -50 300 3 /min .～ ℃ ℃
기계적 특성을 이용한 시간 온도 중첩의 원리 적용을 위한 실험에서는 온도범위를-

의 범위에서 의 승온속도로 하였으며 의 진폭으로 주파수-50 50 3 /min , 10～ ℃ ℃ ㎛
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0.1, 0.21, 0.46, 1, 2.1, 4.6, 10, 21.4, 46.4, 100 Hz .

열중량분석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 측정(3)

건전상태 재료의 열분해에 따른 반응속도를 이용하여 를 통한EPR TGA

법 으로 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하였다Flynn-Wall-Ozawa (ASTM E1641)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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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열중량분석을 이용한 의 활성화에너지 산출6.2.14 EPR

활성화에너지 측정은 단계 최종보고서 및 기술보고서 원전 케이블 수명평가를 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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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속열화시험 에서 제시한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KAERI/TR-2424/2003)

측정한 활성화에너지는 약 로 나타났다[6.26,6.27]. 83.136 kJ/.mol .

나 실험결과.

가속열화에 따른 케이블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적 안전성 평가(1)

제어케이블의 절연재료로 사용되는 의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에 대한 파600V EPR

단시 연신율과 인장강도의 변화를 그림 에 도시하였다 열화의 진행에 따라6.2.15 .

파단시 연신율과 인장강도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방사선과 열 열화의 두 경우 모두,

열화의 초기단계에 급격한 물성저하가 나타났다 연신율 측정 결과에 있어 건전상.

태의 를 나타내는 방사선 열화에 대한 임계치는 약 정도로 나타났으50% 200 kGy

며 열적 열화에 대한 임계치는 에서 약 년으로 나타났다, 9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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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에 따른 의 기계적 특성6.2.15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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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에 따른 의 열중량 감소 곡선6.2.16 EPR

가속열화에 따른 케이블 재료의 동적 기계적 특성 평가(2)

동적 기계적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저장탄성율 손실탄성율 기계적 등의 데이, , tanδ
터를 얻을 수 있으며 열화에 따른 의 점탄성 특성을 구할 수 있다 저장EPR [6.28].

탄성율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유리전이온도 전후에서 급격히 감소하

여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크게 변화되며 이때 손실탄성율의 변화도 수반되며 손실, ,

탄성율은 유리전이온도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기계적 는 저장탄성율에 대. tanδ
한 손실탄성율의 비로 정의되며 의 피크는 항상 손실탄성율의 피크보다 높은tanδ
온도에서 나타나며 손실탄성율과 의 피크를 보이는 온도를 유리전이온도로 보, tanδ
는 견해도 있다 그림 에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에 따른 손실탄성율[6.29,6.30]. 6.2.17

과 의 피크온도를 도시하였으며 열화의 진행에 따라 피크온도가 증가하는 경향tanδ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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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에 따른 의 동적 기계적 특성 측정주파수6.2.17 EPR (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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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재료는 이러한 점탄성 거동으로 인해 온도와 시간 주파수 에 의존한 변형( )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의 저장탄성율은 일정 시간 이후 감소.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부적인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분자들을 재배

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로 탄성율 측정을 장시간 측정에 소요되는. (modulus)

시간을 줄여 단시간에 더 큰 하중을 인가하여 단시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 온도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점탄성 거동은 재료의 특성 평가에 있어-

명확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시간 온도 중첩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규명된 시간 주파. - (

수 과 온도 간의 등가관계를 가정하여 한 온도에서 수집한 점탄성 데이터는 시간) ,

주파수 축으로 된 하나의 에 의해 다른 온도들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 shift curve

중첩될 수 있다 그림 에는 건전상태 의 동적 기계적 특성을 측정한 데이. 6.2.18 EPR

터를 온도에 대하여 도시하였음 측정한 데이터를 주파수에 대한 저장탄성율로 그.

래프를 정리한 후 그림 식 식 을 이용하여 기( 6.2.19), William-Landel-Ferry (WLF )

준온도 에 대한 를 그림 과 같이 작성한(reference temperature) reference curve 6.2.20

다.

 



aT: shift factor, T 측정온도: , T0 기준온도: , C1, C2 상수: ,

그림 다중 주파수로 측정한 재료의 동적 기계적 특성 측정결과6.2.18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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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기준온도는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를 이용하여40 , reference curve℃
식의 상수WLF C1, C2를 각각 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의19.03, 88.84 , EPR

를 작성하였음 그림 작성한 를 이용하여 축 로master curve .( 6.2.21) master curve x (

그 주파수 의 을 기점으로 좌측은 이상의 고온영역에서의 데이터로 우측은) 0 40 ,℃
이하의 저온영역에서의 점탄성 거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 를40 . master curve℃

이용하여 구한 의 활성화에너지는 약 정도로 열중량분석을 이용EPR 86.85 kJ/mol

한 활성화에너지와 유사하였다.

그림 의 하기 전의 시간 온도 중첩 데이터6.2.19 EPR shi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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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온도에 대한6.2.20 EPR shift factor

그림 의 사용온도 기준에서의 저장탄성율6.2.21 EPR 40 mast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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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7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원전 안전계통 기기의 건전성 감시 검사 진단 평가• • •

기술 개발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의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항목

에 대하여 년부터 년까지 제 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2005 2006 2 .

본 연구에서 개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원전 주요 기기에 대한 건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기술 중 일반 산업체에서 투자하기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항목을 모아서 과제를 구성하고 추진하였다 본 과제에서 수행 중인 각각.

의 연구 항목들은 선진국과 동시에 착수하거나 먼저 추진하는 항목으로서 창의

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론적 해석과 실증적 실험을 고려하여 과제를 운,

용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계에는 연구 개발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 2

으며 일부분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도 무난히 수행되어 과제의 최종 목표를 달,

성함에 있어 차질이 없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세부 연구 목표에 대한 연구 수행 내용과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

술 발전에의 기여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1. NSSS

금속파편 충격에 의한 구조건전성 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진단 평가 기술∙
을 개발하였음.

해석 모델링은 실제 현장 강구 테스트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NSSS∙
함.

특히 금속파편 경보 발생 빈도가 많은 증기발생기에 대해 구조 건전성 진,∙
단 해석 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DB .

개발된 기술을 윈도우 로 개발하여 전문가가 아닌 원전 운전자도 쉽S/W∙
게 금속파편에 의한 충돌 영향 평가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원,

전을 가동할 수 있음.

개발된 기술을 통해 영광 발전소 고리 발전소 등 실제 현장 지원 실시, , .∙
원자로 내부 구조물 동특성 시험용 모형을 개발하여 결함별 해석 구DB∙
축

개발된 해석 원자로 내부 구조물 동특성을 실제 현장 신호를 통해 검증.∙
캐나다 에 핵연료채널의 진동해석 관련 기술 수출OPG “CANDU ”∙
내용 발전소 핵연료채널의 구조적 결함현상 평가를 위한 구- : CANDU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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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사의 원전에 대한 핵연료채널 잡음신호 분석 결과,

이상현상이 측정되면 이를 우리 연구소에서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

기술료- : 70,000 C$

기간- : 2005-.8.1-2006.4.10

원전 기기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개발2.

길이 직경 인치 스테인리스 스틸 배관에서 왕복 약 여 할 수 있26m, 2 ( 50 m)∙
는 유도초음파 신호 송수신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고출력 신호 발생 수집/

기능을 구현하였고 이를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경 인치 스테인리스2

스틸 직선배관의 시편에서 원거리 약 에 위치한 결함의 신호를 취득( 20m)

하고 분석하였음.

시간역전기법을 활용하여 미약한 원거리 결함신호의 비를 향상시킬 수S/N∙
있는 결함신호 정밀화 기법을 개발하였음

용접부가 존재하는 곡선배관에 위치한 결함을 다양한 형태의 웨지와 다채∙
널 펄서 리시버의 성능 개선 그리고 신호 정밀화 기법을 통해 발견하고 확/

인하였음.

결과물로 성능이 개선된 다채널 초음파 시간지연Pulser/Receiver 1 set,∙
기법의 구현이 가능한 다채널 제어장치 여 종의Pulser/Receiver 1 Set, 10

배열탐촉자용 웨지 논문 국외 편 국내 편 기술보고서 편 등을 생산, 11 , 9 , 2

하였음

종합적으로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 개발을 위한 유도초음파 기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었고 인치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 직관 및, 2 (

곡관 을 대상으로 하여 신호 발생 수집 신호 분석 기술을 완료하고 결함신) / ,

호 정밀화를 위한 이론 연구 및 실험을 통한 성능 입증을 수행하였고 단, 1

계 연구에서 개발한 원거리 결함 탐지가 가능한 신개념 장치 배열탐촉자( )

의 성능을 향상시켰고 동 장비를 사용하여 다양한 배관 시편 배관, (26M 1

배관 이중 곡선 배관 에서 원거리 결함 신호를 발견하set, 6M 4 set, 1set)

고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는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사료됨.

원전기기 안전 검사 및 평가 신기술 개발3.

∙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검사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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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인프라 및 시스템 제어 환경 구축 원격검사 장비 제어용 웹 애플리;

케이션 및 원격 데이터 액세스용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원격 시스; LPMS

템 개발 연구 개발된 원격 시스템의 성능 평가;

∙ 원자로 헤드 육안 검사 장치 개발: 이미지 모자이크를 이용한 원자로 헤드

표면 검사 기술 개발 원자로 헤드 영상 신호의 병렬처리 기술 개발 유비; ;

쿼터스를 활용한 검사 로봇을 제어 기술 개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연구 수행

원전 케이블의 수명평가 및 노후화 진단기술 개발4.

규제 및 시험기준 자료 분석 국내 원자력법과 원자력발전소용 급 기기: 1E∙
의 내환경검증을 위한 IEEE Std. 323-2003, IEEE Std. 383-1974, IEEE

등의 표준시험 자료를 중심으로 열화 평가 관련 규정 지침Std. 1205-2000 /

을 검토 분석하였음.•

산화방지제 특성을 이용한 열화 평가기술 개발 산화방지제의 종류 및 함량:∙
에 따라 원전 케이블 재료와 배합하여 방사선 가속열화를 수행하였음 이.

에 따른 재료의 열화 평가로 열발광 특성 체적저항율 파단시 연신율 용, , ,

매추출 열중량 분석을 수행하였음, .

동적 기계적 물성을 이용한 평가기술 개발 원전 케이블 재료의 방사선 및:∙
열 가속열화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료의 열화 평가로 유전특성을 이

용한 온도 및 주파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중 주파수로 측정한 동적 기,

계적 특성으로 마스터 곡선을 산출하였음.

상기와 같이 단계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본 과제에서 다루는 원전 기기 건전성2

에 관련된 기술들은 일차적으로 국내외 원전 기기에 활용된다 즉 국산. , NIMS

화 온라인 감시를 통한 가동중 검사 대체 원전 주요기기의 원격검사 노후된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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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케이블의 잔여 수명 평가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획득된 요소기술의 파급 효과 매우 크며 난이도가 높은 원,

전 기기를 대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으므로 기타 일반 산업 기기의 건전성 검사

진단 평가에 널리 응용될 수 있다 특히 년 영광 호기 열소매 이탈 사고. 2003 5, 6

시에는 신호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 규명에 기여하였으며 본 과제에서LPMS ,

확립된 기술을 활용하여 간이용 신호취득시스템을 개발하여 영광LPMS 3,4,,5,6

호기에 설치하는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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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8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건전성 해석 및 진단기술 실증1. NSSS

◦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금속파편 충격 신호 진단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의 성능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원자로 내부구조물 종합LPMS ,

진단 및 평가 기술은 성능 향상 및 원자로계통의 이상상태 발생 시 내IVMS

부구조물 상태 진단에 활용됨.

온라인 감시 기술2.

◦ 유도초음파는 기기의 건전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기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기기의 온라인 연속 감시

기술은 원전의 기기와 부품 뿐 아니라 타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

기나 배관의 건전성 검사에도 적용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위

험한 작업 환경이나 접근이 곤란한 곳에 위치한 기기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

게 해 준다.

◦ 배관에 대한 연속적인 상시 감시 기술이 개발되면 동일한 형태의 원전 기기

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탐상할 수 있고 다른 산업설비의 배관과 세관을 탐

색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으며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과 같다.

원전의 각종 압력배관 증기발생기세관 등 배관 형태의 기기- ,

가스 인수기지의 단열재 내부 배관 가스공급 배관 부분적 노출된 배관 열- , , ,

교환기 세관 등

도시 가스의 배관 중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세너의 접촉이 불가능한 배관- ,

교량을 통과하는 배관 등

◦ 국내에서는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원전 기기

중에서 증기발생기 튜브와 인체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을 대상으로 유도초음5

파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배관의 온라인 감시를 위,

한 다채널 배열 유도초음파 감시 시스템을 국내 개발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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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시스템은 아직 실험실 단계의 장비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능의 개선과 현장의 적용에 따른 부가적인 장

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기반 원격 검사 기술 개발3.

◦ 원전 감시는 감시 데이터의 온라인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모든 발전소의 감

시 진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성이 뛰어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원전 사고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수의 사고는 기간 동안의 한정된 검사나 감시 사각 지역의 존재 등over-hall

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원전 원격 감시 진단 기술을. /

바탕으로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최신 감시 기술들을 적용하면 상시 온라인

진단이 가능하다.

◦ 센서 네트워크 기술에는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병렬 처리 시스템은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및 원격 송수신에 활용될

수 있다.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원격 감시 기술들은 년부터 시작되는 원전 혁신 기2007

술 분야 과제 중 하나인 원전기기 원격 케어 시스템 구축에 적극 활용되어

원전 원격 감시 체계의 구축에 기반이 될 것이다.

케이블 건전성 평가 기술4.

원전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사용수명 년 또는 년으로 설계된 가동중 원전30 40◦
및 케이블 건전성에 관한 검증 및 열화 평가 기술 확보가 불가피하며 현재,

노후화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케이블 및 내환

경 기기검증 계획 자료 등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

원전 케이블 재료의 열화 평가법에 관련된 기술들은 국내외 노후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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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내환경 기기검증의 기반 마련에 활용,

될 수 있다 또 신규 원전에 대한 케이블 재료의 제조 기술과 원전재료의 국산화.

및 재료 개선의 요소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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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remote inspection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plants, lifetime

estimation of the degraded plant cables, and so on.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Nuclear, Component, Integrity, Inspection, Monitoring,

Diagnosis,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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