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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금속이물질 감시계통 센서 플레이트의 진동 특성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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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d design for resonance avoidance of sensor plates of loose-parts monitoring 

systems (LPMS) in nuclear power plants (NPP). An LPMS monitors impact of loose parts in pri-

mary loop of NPP by using accelerometers, which is mounted on sensor plates. Resonance of the 

plates may cause false alarms at frequencies over 10 kHz, which can be misunderstood as impact 

signals of loose parts with small mass and cause unnecessary response of NPP operators. Modal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the existing sensor plate and design parameters affecting natural frequen-

cies were chosen.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of plates were analyzed by changing the parameters 

and the optimized plate design for avoiding resonance was determined. Experiments was carried out 

for the plate specimen with improved design and verified the proposed approach and design.

* 

1. 서  론

국내 경수형 원전 1차계통의 원자로 및 증기발생

기 등의 압력경계 구조물에는 금속이물질 감시계통

(loose parts monitoring system : LPMS)이 설치되

어 있다(1). LPMS는 압력경계 구조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금속이물질의 충격 신호를 감시하며 신호를 

분석하여 이물질 충격이 구조물 건전성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한다. LPMS에서는 압력경계 구조물 외부

에 내방사화된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이물질 충격에 

의해 구조물에 전파하는 탄성파를 측정한다. 측정된 

신호를 분석하여 충격 발생 위치 및 충격 이물질의 

질량을 추정하게 된다. 충격 발생 위치는 구조물에 

부착한 다수의 가속도계 신호를 삼각법 등에 의해 분

석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물질의 질량은 충격 신호

의 크기 및 에너지의 중심 주파수로부터 분석한다(2,3). 

NRC Reg. Guide 1.133(4)에서는 질량 110 g 이상의 

이물질 충격은 구조물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

하고 있다. Mayo 등의 연구(5)에 의하면 실제의 압

력경계 구조물에서 110 g의 이물질 충돌 에너지가 

갖는 주된 중심 주파수는 대략 5 kHz ~ 9 kHz 범위

에 존재한다. 이에 국내 원전에서는 10 kHz 이하에

서 필터링된 LPMS 신호를 주로 감시해왔다. 그러

나 최근 원전 운영 연수 증가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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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수십 그램 이하의 이물질

에 의한 충격 신호도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늘고 있

다. 50 g 이하의 작은 질량의 이물질 충격 신호의 

중심 주파수는 대략 10 kHz 이상 대역에 주로 분포

한다. 그러나 이 대역에는 LPMS 센서 마운트계의 

고유진동수에 의한 공진 또는 부적절한 센서 부착으

로 인한 진동 성분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제 

이물질 충격 신호가 아님에도 경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LPMS 오경보의 잦은 발생은 발전소 불시 정

지 등 현장의 불필요한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되므

로, 센서 마운트계의 공진 회피 설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경보 사례가 발생했던 국내 원

전 LPMS 센서 마운트계, 그 중에서도 센서를 압력

경계 구조물에 부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마운트 플레이트의 공진 회피 설계 가능성을 연구하

였다. 현재 플레이트의 고유진동수를 실험과 해석에 

의해 파악한 후, 플레이트의 각 설계 변수가 고유진

동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공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제작하여 개선 전후 플레

이트의 고유진동수를 실험적으로 비교하여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현 LPMS 센서 플레이트의 

고유진동수 파악

2.1 LPMS 센서계 구조

Fig. 1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내 원전의 

LPMS 센서계를 나타낸다. 우선 두 개의 센서 플레

이트가 구조물에 볼트로 체결되어 있다. 상부 플레

이트(센서 플레이트 2)에는 센서 디스크가 3점 용접

Fig. 1 Assembly drawing of LPMS sensor system

되어 있으며 LPMS 센서(가속도계)는 이 센서 디스

크에 볼트로 고정된다. 외부 충격 및 보온재의 간섭

으로부터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센서계 위에는 별도

의 센서 커버를 장착한다. 

2.2 LPMS 센서 플레이트 고유진동수 측정

우선 실제 제원 및 재질에 따라 제작한 센서 플

레이트 시험편의 고유진동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

다. 플레이트는 질량이 매우 큰 중량물에 볼트로 체

결하였으며, LPMS 센서 부착 위치에 소형 가속도

계(B&K 4374)를 부착하여 플레이트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였다. 가진은 임팩트해머(B&K 8203)

를 이용하였고, 데이터 측정 장비 Agilent E8408A 

플랫폼과 Ideas-TDAS(6)를 이용하여 신호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샘플링 주파수는 51.2 kHz, 분해능은

1.56 Hz이다. 

Fig. 3에는 임팩트해머의 가진에 의한 플레이트의 

(a) Data acquisition (b) Sensor location

(c) Plate 1 (d) Plate 2

Fig. 2 Schematic of modal testing

Fig. 3 Acceleration responses of sensor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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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신호와 함께 플레이트가 부착된 중량물 자체의 

진동 응답 신호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중량물 자체는 20 kHz 이내에서 특정한 고유진

동수가 없으므로 중량물의 진동 특성이 플레이트의 

진동 응답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붉은색

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센서 플레이트 1과 센서플레

이트 2를 중량물에 볼트로 결합한 상태에서의 진동 

응답특성을 나타내며 13 kHz와 25 kHz 부근에서 크

Force : 10 N Response location

Cutting plate

Fig. 4 FE model and boundary condition of harmonic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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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a plate model without cut surface 
(blue line) and a model with cut surface by 
8 mm

C utting depth (m m )
0 2 4 6 8 10 12 14

M
ax

 d
ef

or
m

at
io

n 
(m

m
)

10 -5

1.5

2

2.5

3

3.5

4

Fig. 6 The FE analysis result for displacement of 
sensor disk according to surface cut depth

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중 13 kHz 대역의 성분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질량의 이물질 충격 

신호의 중심 주파수 대역과 겹쳐 오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 대역에서의 플레이

트의 진동 응답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의 진동 응답 측

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플레이트의 각 형상 변수

가 진동 응답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해석적으

로 살펴보았다.

3. LPMS 센서 플레이트 

진동 응답 특성 해석

3.1 해석 모델 및 조건

플레이트 1은 단순한 사각 형태이므로, 형상 변수

가 많은 플레이트 2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중점적으

로 해석하였다. 플레이트의 크기는 140 mm × 100 mm

× 16 mm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총 127193개의 SOLID45 요소로 메쉬를 구

성하고(Fig. 4)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플레이트의 

아래 네 모서리를 고정시킨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우선 플레이트의 주파수응답함수를 구하기 위해 

조화응답해석(harmonic response analysis)(7,8)을 수행

하였다. 가진력은 플레이트의 상하 방향으로 10 N을 

가했으며, LPMS 센서가 부착되는 센서 디스크 중

심의 응답을 해석하였다. 이때의 주파수 범위는 실

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0 kHz ~ 25 kHz로 설정하

였다.

3.2 형상 변수 영향 해석 결과

이 해석에서 고려한 형상 변수로는 센서 부착면

의 절삭부 깊이, 플레이트의 종횡비 및 센서 디스크 

용접부이다. 절삭부 깊이와 플레이트 종횡비는 값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면서 진동 응답 특성의 변화

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응답스펙트럼 해석(response spectrum analysis)를 

통해 플레이트에 가해지는 외력에 의한 센서 디스크 

부의 변위를 계산하였다(9). 이 해석에서는 고유 모

드별 응답 크기를 기초로, 플레이트의 상하 방향으

로 0 kHz ~ 25 kHz 대역에서 동일한 10 m/s2의 외력

을 가한 후 센서 디스크의 응답을 변위로 나타낸다. 

이때 모드별 응답은 식 (1)의 SRSS(square roo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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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square)에 의해 계산하였다.

  



  




 (1)

여기에서 는 k번째 모드의 응답을, N은 주파수 

범위 내의 모드 번호를 의미한다(10).

(1) 절삭 면의 영향

Fig. 5는 플레이트 2에 절삭면이 없을 때와 절삭

면 깊이가 8 mm인 경우의 주파수응답함수 해석 결

과를 비교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플레이트 

상부에 절삭면이 존재하고 그 깊이가 증가할수록 고

유 모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전 주파수 대역에

서의 진동 응답 크기도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 

6은 절삭면의 깊이 증가에 따른 센서 디스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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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FE analysis result for displacement of 
sensor disk according to plate aspect ratio

부의 변위 응답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절삭 깊이가 

8 mm 이상이 되면 절삭 면이 없는 경우에 비해 변

위가 최소 30 %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레

이트 2의 절삭면을 없애는 것이 진동특성 개선 측

면에서 유리하나, 센서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한 

절삭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깊이 2 mm의 절삭면을 설정하였다.

(2) 플레이트 종횡비의 영향

플레이트의 가로와 세로 방향의 길이 비, 즉 종횡

비 또한 고유모드 수, 고유진동수 및 변위 응답에 

영향을 준다. Fig. 7은 종횡비에 따른 플레이트의 고

유진동수 변화를 나타내는데, 정사각형에 가까울수

록 고유진동수 개수가 줄어들어 공진점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8은 종횡비에 따른 디스크 부의 변

위 크기 변화를 의미하며,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변위응답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정사각

형에 가까운 플레이트의 진동 응답 특성이 이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센서 커버의 설치

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제 LPMS 센서 플레이트를 

정사각형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어, 이 연구에서는 정사각형 형태의 센서 플레이트

를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3) 센서 디스크 용접부 영향

LPMS 센서가 장착되는 부분인 센서 디스크는 3

점 용접을 통해 플레이트 2에 고정되어 있다. 디스

크와 플레이트가 일체인 경우와는 진동 특성에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3점 용접 상태 모델과 디

스크와 플레이트의 일체형 모델 양자의 주파수응답

함수를 해석하였다. 우선 Fig. 9는 디스크와 플레이

(a) A plate with welded 
sensor disk 

(b) Machined 
sensor disk

Fig. 9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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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analysis results for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plate with a welded disk 
(red line) and the plate with a mach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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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welded disk

(b) A machined disk

Fig. 11 The test specimens of LPMS sensor plate 

Fig. 12 The experimental result for vibration response 
of the plate with a welded disk (dot line) and 
the plate with a machined disk (blue line)

트 간 3점 용접 모델과 일체형 모델을 나타낸다. 용

접부의 지점을 solid 요소로 모델링하여 3점 용접 

위치에 bonded 결합조건으로 구속하였다. Fig. 10은 

디스크가 용접된 모델로 10 kHz 이상 대역에서 고

유 모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진동 응답 크

기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디스크가 용접된 경우 공

진으로 인한 LPMS의 오경보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개선 모델에서는 플레이

트 2에 기계 가공을 통해 디스크 부를 제작하여 용

접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디스크 용접부가 플레이트 진동 응답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은 실험적으로도 검증하였다. 현재의 센서 

플레이트 2(Fig. 11(a)) 시편과 절삭면 깊이 및 플레

이트 종횡비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플레이트 상

부를 기계 가공해서 디스크를 일체형으로 형성한 시

편(Fig. 11(b))을 제작하였다. Fig. 12는 디스크 용접 

시편과 기계 가공된 시편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실험

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임팩트해머를 이용하여 플레

이트를 가진하고, 디스크 중앙의 가속도 응답을 측

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플레이트(붉은선)에서 크게 

나타나던 13 kHz 대역의 응답이 디스크 일체형 플

레이트 시편에서는 15 kHz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크

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진동 응답 특성 개선 플레이트 제작 및 

성능 평가

해석을 통해 파악한 LPMS 센서 플레이트의 진동 

응답 특성 개선 방안을 정리하자면 i) 플레이트 상

부 절삭면 깊이를 줄이고 ii) 플레이트의 종횡비를 1

에 가깝게 유지하며, iii) 센서 디스크와 플레이트를 

일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Fig. 13과 같은 진

동 응답 특성 개선형 센서 플레이트 시편을 제작하였

다. 현재 LPMS 센서계에서는 두장의 플레이트로 나

뉘어져 있으나, 개선 플레이트에서는 이를 하나로 합

하여 제작하였다. Fig. 14는 현재 플레이트(Fig. 1과 

같이 플레이트 1과 플레이트 2가 결합된 플레이트)와 

개선 플레이트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디스크 중앙부

에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개선 후 모델의 주 

공진점은 20 kHz 이상의 대역에서만 나타나며, 그 이

하에서는 뚜렷한 공진점이 없고 응답의 크기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 kHz 이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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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LPMS sensor plate proposed in the work

Fig. 14 Comparison of vibration responses of a 
original LPMS sensor plate (blue line) and 
the plate suggested in the work (dot line)

파수 성분은 센서 부착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으며, 이물질 충격 신호라면 구조물 건전성에 영향

이 없어 현장에서도 의미를 두지 않는 10 g 이하 미

소 질량 충격 신호의 중심 주파수 대역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설계안을 적용하면 10 kHz 이상에서의 

LPMS 센서 플레이트의 공진에 의한 오경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원전의 금속이물질 감시계통에서 

센서계의 기계적 공진에 의한 오경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센서 플레이트의 진동 특성 개선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센서 플레이트의 진동 

응답 특성에 대한 실험과 해석을 통해 플레이트의 

기계적 공진 특성을 분석하였다. 플레이트의 진동 

응답 특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형상 인자

를 선정하여 조화응답해석과 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

해 형상 인자별 플레이트의 고유진동수 및 외력에 

대한 변위 응답 특성을 분석하여 진동 응답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개선 플레이트를 제작하여 진동 특성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고, 현재의 플레이트에 대비해 공진 

발생 가능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10 kHz 이상의 주

파수 대역에서 원전 금속이물질 감시계통 센서계의 

기계적 공진에 의한 오경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현장의 불필요한 대응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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