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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clear power plant is composed of a number of mechanical components.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se component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nuclear industry. In order to evaluate the inte훙- 

rity of these mechanical components, a lot of data are required including inspection data, geometrical 
data, material properties, etc. Therefore, an effective database system is essential to manage the integrity 
of nuclear power plant. For this purpose, an internet based virtual reality environment and web database 
system was proposed. The developed virtual reality environment provides realistic geometrical config
urations of mechanical components using VRML (V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The virtual real
ity environment was linked with the web database, which can manage the required data for the integrity 
evaluation. The proposed system is able to share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tegrity evaluation 
through internet, and thus, will be suitable for an integrated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mechanic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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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인명 패해를 초래할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 

문제화되는 등 갈수록 그 방지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따라서 사고방지를 위한 원전 가동중 건전성 

의 평가 및 유지기술은 원전 운영상의 핵심기술로 분 

류되고 있다〔闵.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기의 건전성 평 

가는 결함발생여부를 진단하는 가동중 검사(In-Service 
Inspection; ISI)와 검사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 평가의 두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동중 검사는 원전 주요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 

행되며 이때 방대한 양의 위치별 검사자료를 기록보존 

하게 된다. 안전성평가는 검사후 발견된 결함의 위치 

에 따라 작용하중, 재료물성치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 

게 된다. 따라서 원전 주요기기의 건전성평가시에는 막 

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이 요구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각 분 

야별로 PC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사용자 

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동안 문서화되어 있던 자료를 

단순히 디지털화한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해당분야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의 공유 및 통합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전 주요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중 검사와 안전 

성평가를 위해서는 위치별 형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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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al configuration of virtual reality environ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지금까지는 숫자상의 위치정보 또는 2차원도면에 이 

를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함의 위치 파악과 위 

치에 따른 역학적 상태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 이러한 정보의 저장, 관리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는 불가능한 상황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차 

원 CAD기술에 기초한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하여 사용 

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3차원의 원자력발전소 가상 

현실환경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성평가에 필 

요한 응력데이터와 가동중 검사 자료에 대한 웹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가상현실환경과 웹데이 

터베이스는 각 주요기기에 대한 형상정보를 실물에 준 

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뿐 아 

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여 네 

트워크시스템의 구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원자력발전소 건전성평 

가를 위한 인터넷기반 가상현실환경 시스템의 구성도 

를 나타낸 것이다.

2. 관련연구현황

2.1 원자력발전소 건전성평가시스템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평가는 ASME code나 USNRC 
의 규정지침 등과 같은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전문적인 계산절차와 비파괴 

검사자료, 재료물성치, 형상정보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 

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 

성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

곽상록 등⑴은 CANDU형 원자로의 압력관 건전성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핵연료 압력관 

건전성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김진수 등旳은 원 

자력발전소 1차계통 주요기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시스 

템을, 이택진 등⑴은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실현한 원전 건전 

성평가시스템의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2.2 가상현실환경

가상현실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으 

나 현재 가장 표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가상현실모델 

링언어(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VRML) 
가 있다'6이. VRML은 3차원 형상을 인터넷의 웹브라 

우저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적인 3차원 형상의 표 

현이 가능하며 입체적인 음향삽입 등이 용이하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가상현실적용에 관한 연구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I. Matsubara 
등P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가상학습환경 (Virtmal Learn

ing Environment; VLE)을 기반으로 작업자가 가상현 

실환경에서 냉각재 손실사고(doss Of Coolant Accident; 
LOCA)에 대처하는 훈련을 위한 지능형 학습시스템 

(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교육과 발전소의 설계효용성 

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건전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진행된바 없다.

2.3 웹데이터베이스

원자력발전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은 유 

럽, 일본 둥 원자력산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心.

웹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 

가 동일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I 
원전의 건전성 평가에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때 

웹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 

로 운영할 수 있다.

Fujita 등冋은 원자력발전소의 재료물성치 정보시스 

템인 Data-Fiw-Way를 인터넷기반으로 개발하였다. Data- 
Free-Way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가 서버에 

분산 저장되어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허용학 등四은 인터넷을 통한 크립 

물성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명평가, 

해석시스템 또는 전문가시스템과 접목하는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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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발전소 가상현실환경의 개발

가상현실모델링 언어는 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wwwy상에 3차원 정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 

터넷기술로서 컴퓨터 상에 3차원 모델을 형상화하여 

그 환경 속에서 탐색 (navigation)흐｝고, 상호작용(interaction) 
할 수 있는 환경, 즉 가상현실환경 (Virtual Reality Environ
ment; VRE)을 구현하는데 사용된다〔山. 기존의 동영상 

은 미리 제작된 영상그림의 연속적인 재생으로 사용자 

에게 수동적인 경험만을 제공하는데 반해, 가상현실기 

술을 이용하면 사용자와 3차원 형상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 

의 의지에 따라 가상의 세계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 

거나 실제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원자력발전 

소에 대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환경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가상현실환경은 설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발전소 전체사이트부터 내부 주요기기까지 탐색 

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상현실환 

경구성의 기본요소로 사용되는 3차원 형상의 작성은 

MicroStation95와 I-DEAS 60을 사용하였으며 가상현 

실환경 구성은 Cosmo World 2.0을 사용하였다.

3.1 가상현실환경

기존의 CAD프로그램으로 작성되는 디지털 모델은 

일종의 와이어프레임(wire frame)모델이며, 이러한 모 

델을 시각화(visualization)하려면 우선 표면들을 구성 

하고 표면들간의 경계부분을 연속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화과정을 거친 모델을 실제사물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1) 모델사이즈를 고려한 대상물 단위 픽셀밀도 선정 

(image resolution)
(2) 구조물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고유한 색상 선정 

(color palette)
(3) 사실감을 나타내기 위한 광원의 위치 및 음영의 

정도 선정 (optical behavior)
(4) 사물의 사실감 증가와 폴리곤사용 절감을 위한 

각 재질의 질감 선정 (material textures)
가상현실환경은 원자력발전소 전체 사이트(site)에서 

부터 주요기기와 파이프 및 각종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격납건물(containment building) 그리고 원자로압 

력용기(reactor pressure vessel)나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등의 주요기기에 대한 상세모델로 구성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건전성평가를 고려하여 주요기기에

Fig. 2. Virtual reality environment for nuclear power plant 
using VRML.

대한 상세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관심부위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원자력발전소의 가상현 

실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3.2 탐색과 상호작용

가상현실환경에는 사용자가 3차원 대상에 대하여 시 

점을 변화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탐색기능이 있다. 

즉, 사용자는 3차원 대상에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대상의 형상과 주변 구조물과의 연결 상태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 기능은 두가지로 지정된 일정 

한 경로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와 사용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기나 배관에 대하여 각 

각 독립된 경로를 지정하고 이를 경로에 따라 대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리 지 

정된 경로에 따라 가상현실환경 내에서 초보자라도 쉽 

게 탐색 할 수 있다. 후자는 사용자가 초기 에 설정 된 경 

로에 따라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대상을 관찰하는 전 

자와 달리 사용자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움직임과 

시점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정관심 대 

상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각도에서 자세한 형상과 

연결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은 원자로압력용 

기와 주변기기에 대한 탐색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 

상현실환경에는 사용자와 가상의 세계가 서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interaction)■§- 위해서 anchor node와 자바스크립트師 

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로 접근이 가능한 

가상현실환경을 구성하였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 

자는 가상현실환경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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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ample interaction in virtual reality environment.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Fig. 4는 탐 

색 중에 원자로압력용기의 상세모델을 검색하는 상호 

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4. 웹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는 WWW의 대화 

식 페이지를 사용한 웹데이터베이스이다. 웹서버는 리 

눅스(LINUX) 환경하에서 설치하였으며 웹데이터베이 

스 구축에는 MySQL과 PH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검색방식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클 

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은 네트워크을 통해 인터 

넷에서 이루어진다. Fig. 5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웹데 

이터베이스의 구성도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버는 

데이터 처리와 관리, 통합유지/보수 둥을 담당하며, 클 

라이언트인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웹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다음

Fig, 5. The system configuration of web database.

과 같다.

(1) 개발된 웹데이터베이스는 WWW의 표준규격과 

개방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 환경을 

적용하였다.

(2) 사용자는 거의 모든 OS의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 

저만 사용할 수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

(3) 서버의 관리자는 다른 이용자가 사용하고 제공하 

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웹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인터넷 

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만으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된 데이터는 모든 사용자가 서버상에서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 전문가 협업작업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기의 건전성평 

가에 필요한 응력데이터와 가동중 검사 자료를 웹데이 

터 베이스로 개발하였다. Fig. 6은 건전성평가를 위한 

웹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同먀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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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main window for web databa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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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응력데이터베이스

응력데이터는 구조물의 건전성평가를 위한 파괴역 

학 해석시 사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로서 각 기기에 

작용하는 운전조건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작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가동중인 A형 원자력발 

전소 원자로 압력용기를 모델로 총 27가지의 실제 운 

전조건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 

요소 해석은 구조해석용으로 개발된 범용프로그램인 

ABAQUS 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는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결함의 검출 가능성이 있는 용접부위에서의 축 

방향, 원주방향 등으로 분류하고 저장하여 파괴역 학해 

석시 정확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응 

력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상현실환경에서 자유 

로운 접근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시 

스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을 구성 

하였으며 , 사용자에게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권한에 따 

라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응력데이터 웹데이터베이스를 다음 

과 같이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1) 기기 자료: 응력데이터 작성기관, 용접부 위치, 

두께

(2) 운전 조건: 운전조건명

(3) 응력데이터 : 축방향 응력, 원주방향 응력

Fig. 7은 가상현실환경에서 응력데이터를 검색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4.2 가동중 검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기 기는 각종 법규에 따라 정 기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결과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지속 

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건전성평가에 필요한 가동중 검

Fig. 7. Access to stress database in virtual reality environ
ment.

Fig. 8. Access to ISI database in virtual reality environment.

사자료는 기기자료, 재료물성 치, 결함 형상 및 운전조 

건 등의 많은 자료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가동중 

검사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다.따라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가동중 검사자료 웹데이터베이 

스에는 건전성평 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분 

류하여 수록하였다.

(1) 기기 자료 원자로 이름, 압력관 이름, 관두께, 내 

부반경, 마모량

(2) 운전 조건: 운전조건, 평가기간, 누설시 원자로 

냉각시간, 누설 감지 반응시간

(3) 재료물성치: 탄성계수, 프아송의 비, 항복강도, 인 

장강도, 초기 수소농도, 변화된 중수소량

(4) 결함 자료: 종류, 방향, 결함길。］, 결함깊이, 폭, 

위치, 노치반경

(5)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 : 평가방법, 평가사용데 

이터, 평가결과, 전문가 의견

또한 사용자(검사자, 전문가, 규제자 등)에게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권한에 따라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8은 가상현실환경 

에서 가동중 검사자료를 검색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5. 인터넷기반의 통합건전성평가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웹데이터베이스와 가상현실 

환경을 이용하여 인터넷기반의 원전 주요기기 통합 건 

전성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시 

스템은 다양한 전문가(검사자, 파괴역학분석가, 규제자, 

외부전문가 등)가 가동중 검사자료나 응력데이터, 재 

료물성치 등을 검색하고자 할 때 용이하게 접속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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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integrity evaluation procedure of the developed 
system.

능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자료를 검토하여 토 

의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으로도 그 효용성이 매우 크 

다고할수 있다.

Fig. 9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 

자력발전소의 건전성평가절차를 나타낸 것으로서 세 

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자(inspector)는 가상현실환경에서 검사부위 

를 검색하고 이에 따른 가동중 검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에 자료를 저장한다.

(2) 파괴역학분석가(FMA engineer)는 분석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 가상현실환경에서 검색하고 각종 자료(검 

사자료, 응력데이터)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그 자료를 

가동중 검사자료의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3) 규제자(regulator)는 평가가 요구되는 부위를 가 

상현실환경에서 검색하고 건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 

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검토한 사항을 평 

가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사항(완료/추가 

분석)을 결정하게 된다.

(4) 앞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external exports)에게 의뢰하게 되며 전 

문가는 필요한 자료를 본 시스템에서 검색한 후 추가 

적인 의견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러한 평가절차는 원전기기 평가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한 대외 신용도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동중인 발전소의 건전성평가를 위 

한 가상현실을 개발하고 이를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와 연계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VRML을 이용하여 탐색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원 

자력 발전소 가상현실환경을 개 발하였다.

2.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평가에 필요한 가동중 검 

사자료와 응력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의 

웹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3. 개발한 가상현실환경과 웹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 

여 원전주요기기에 대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건전성평 

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원전건전성 

평가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함은 물론 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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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재 붕

1987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1989년 성 균관대 학교 기 계 공 학과 석 사

1990년시99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CAD/CAM실 연구원

1993년 University of Waterloo(Canada) 기 

계공학과석사

1997년 University of X^terloo(Canada) 기 

계공학과 박사

1997년-현재 성균관대학교 SAFE 연구교수 

관심분야: 파괴역학,구조해석,MrtualReality,
Smart Structure

■
 김 영 진

1974년 서울대 학교 기 계공학과 학사 

1976년 서 울대 학교 기 계공학과 석사 

198湼 University of Manitoba, Canada 기 

계공학박사

1985년〜현재 성균관대학교기계공학부교수 

관심분야 : 기계설계학, 파괴역학

김 종 춘

1999년 성균관대 학교 기 계 설 졔 학과 학사

2001년 성균관대학교구조 및 시스템설계공학 

석사

2(X)1 년〜현재 성균관대학교■기계설계학과박사 

과정

관심분야: Virtual Reality, Computer Grap
hics, Information System

표 창 률

1985년 성 균관대 학교 기 계 설 계 학과 학사 

1987년 성균관대 학교 기 계공학과 석사 

1987년~1989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1992년 일본 동경 대 학교 원자력 공학과 박사 

1995년〜현재 인덕대학 기계과조교수 

관심분야 : 파괴 역 학, 구조해석, 화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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