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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pacity factor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is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However, the integrity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 is depended on foreign country. Especially, most eddy current testing systems for 
inspecting steam generators in nuclear power plant are currently imported from USA, Canada, and so on. Therefore, 
the eddy current testing system can react more active and adaptive from economic and managerial standpoint for 
actual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is required. In this paper, an eddy current testing system for inspecting steam 
generators in nuclear power plants is introduced. Frequency generator, analog circuit, analog digital converter circuit,
and digital control circuit are composed in eddy current testing system. A benchmarking of acquisition system and
acquisition software, eddynet 11i made by Zetec, and modifica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test environment of 
Korea nuclear power plants. Finally, all eddy current apparatus are integrated to inspect steam generator tubes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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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에서는 23개 호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상업

운전 중에 있고, 9개 호기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준비 

중에 있으며, 이들 원자력발전소(이후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단 ․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능력은 세계적으로

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

한다. 운영실적의 대표적 평가지표인 이용률은 평균 

91.6% 수준으로 세계 최고이며 안전과 성능 우수성의 
지표인 호기당 고장정지 건수 또한 평균 0.4건으로 원

전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다. 반면, 원전 운영을 위한 원전 증기발생기 전

열관 가동중 ․ 전 검사기술은 원자력법 및 ASME code
요건에 따라 주요 기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결함이 

발견된 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계속 가동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기술로서, 원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핵

심 원천기술임에도 아직 국산화가 가능할 만큼 안정화

된 수준으로 국내 와전류 진단 시스템/소프트웨어 산업

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원전 운

영에 약점으로 작용해왔다.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

동중 ․ 전 검사를 위한 와전류검사 시스템은 Fig. 1에 

보인 것과 같은 장치로 선진국의 제품들을 전량 수입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건설예정인 원전 수

요와 국내 원전 검사환경을 고려할 때 고유 와전류검

사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1).
이러한 국내 원전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 검사

실정을 개선하고자, 최근 연구를 통해 원전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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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eddy current testing equipment in 
advanced country

와전류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증기발생기 와전류

검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하드웨어인 주파수발생

장치(frequency synthesizer)와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제어회로를 개발하였고, 와전류검사 시스템용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는 Eddynet 11i 프로그램 기능을 벤치

마킹하여 국내 검사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추가하여 신

호수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표준 결함시험편으로부터 와

전류검사신호를 수집하고 벤치마킹 시스템과 비교하

고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와전류검사 장치

개발한 와전류검사장치(이후 ECT 시스템)의 하드웨

어는 Fig. 2에 보인 것과 같이 ① synthesizer board, ② 
analog board, ③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board, ④ CPU(processor) board의 4부분으로 구성된

다. Synthesizer board는 여자신호의 생성, analog board
는 와전류신호의 수신, FPGA board는 디지털 제어, 
CPU(processor) board는 장치제어와 통신을 각각 담

당한다.
ECT 시스템은 Synthesizer 보드, 아날로그 보드, FPGA 

보드 그리고 장치의 전체적인 제어와 명령해석,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제가 작동하

는 CPU보드가 하나의 장치형태로 통합되어 동작한다. 
ECT시스템은 이더넷(ethernet)을 통해 Host PC와 연결

되며, Host PC에서 작동하는 ECT 소프트웨어는 ECT 
시스템과 정해진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와 제어신호

를 주고받아 와전류 검사신호를 수집한다.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ECT system

2.1 Synthesizer 및 Analog 회로 설계

와전류 검사 장치의 검사기능을 구성하는 핵심회로

는 Frequency Synthesizer 회로와 Analog 회로이다. 
Frequency Synthesizer 회로는 와전류 탐촉자에 여기

신호를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Sine/cosine Wave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파형발생(frequency generation), 
증폭, 시분할 가진(time sequential frequency multiplexing)
의 역할을 수행한다.

Analog 회로는 탐촉자에 여기된 후 검사환경, 매질

의 형상, 물성, 결함 등에 의해 달리 생성된 와전류에 

의해 왜곡된 신호성분을 검출하는데 필요한 제반 회

로를 포함하고 있다. Analog 회로는 수신된 와전류 

신호를 1차 증폭하고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분리

(demodulation)해 필터링(filtering), 적분(integration), 
기준위치 보정(balancing), 이산화(digitizing)하는 기능

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Fig. 3에 Frequency Synthesizer와 Analog 회로가 연

계되어 순차 동작하는 회로 구성도를 보였다.
회로 구성개념과 기능에 따라 회로설계를 진행했다. 



42 문균영 ․ 조찬희 ․ 유현주 ․ 이태훈 ․ 조용배

Transaction of the KPVP, Vol. 9, No. 1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Synthesizer and Analog 
circuit

개발할 Frequency Synthesizer를 이용해 32개 까지의 

서로 다른 가진 주파수(driving frequency)를 시간 축

(time domain)상에 순차적으로 가진 할 수 있도록 설

계했고, 가진 주파수의 출력범위는 10Hz ~ 10MHz까
지 20Volt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Analog 회로는 Absolute/Differential/Drive Pick-up/ 
Differential Drive Pick-up의 총 4가지 진단 모드로 

bobbin/RPC 탐촉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수신 

첫 단에 차분 증폭기를 통과해 기본 노이즈를 제거하

도록 설계했다. 고정 증폭기와 설정가능 증폭기(23dB 
이내)를 통과해 밸런싱, 신호분리(demodulation), 적분

(integration), 이산화(digitizing)가 순차 진행되도록 회

로를 설계했다. 이산화에 사용한 아날로그-디지털변환

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 이후 ADC)의 데이터 

정밀도는 16비트(bit), 샘플링 속도는 최대 200kHz(칩
사양)가 되도록 했다2).

2.2 Synthesizer 보드 개발

설계사양과 회로도에 따라 Synthesizer 보드를 개발

했다. 순수한 아날로그 작동회로인 Synthesizer 보드의 
작동을 위해 별도의 FPGA 제어회로를 구성했다.

Synthesizer 보드 제어용 FPGA 회로모듈은 Fig. 4
와 같이 별도의 제어용 코어가 내장된 FPGA를 통해 

와전류검사를 위한 참조 신호(reference signal) 및 탐

촉자 구동신호를 발생시키는 Synthesizer의 제반 설정

과 구동 타이밍을 제어한다. FPGA 내부에 타이밍 제

어를 위한 별도의 제어코드를 구현함으로써 탐촉자 구

동을 위한 DDS(direct digital synthesizer)가 설정에 따

라 정확한 주파수와 시점에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도록 

했다. Synthesizer 보드와 Synthesizer 제어 FPGA보

드 내부 interface 버스를 가지고 1개의 모듈로 합해져 

콤팩트 PCI(compact PCI, 이후 cPCI)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호수집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되

도록 했다.
cPCI 인터페이스는 PLX사의 PCI 9054 chip을 이용

하여 구성했다. 신호수집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디바

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FPGA 회로모듈과 인터페이스 

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설정을 할 수 있으며, PCI 칩 내

부에 DMA(direct memory access) 제어기가 내장되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블록단위로 입출력이 가

능하도록 구성했다.
FPGA 내부에는 PCI9054 칩(chip)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메모리 블록 2개, DMA 블록 1개를 구성

하여 FPGA의 register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read/write
가 가능하게 하였고, FPGA 내 arbitator와 semaphore
를 구현하여 DSP(digital signal processing)와 cPCI 버
스간의 레지스터 접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접근하여 데이터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

하였다. cPCI 버스와 FPGA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제어의 안정성, 속도, 동작효율을 높이고 시스템의 운

용환경을 소형화/고사양화 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지/보
수와 고성능 진단 장치로의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개

선했다. Fig. 5와 Fig. 6에 개발된 Synthesizer 보드와 

제어용 FPGA 보드를 보였다.

Fig. 4 A control diagram of developed synthesiz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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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veloped synthesizer board

Fig. 6 Developed synthesizer control FPGA board

2.3 아날로그 ADC 보드제작

설계사양과 회로도에 따라 analog 보드를 개발했다. 
Fig. 7과 같이 와전류 검사신호의 아날로그적 후처리

와 Demodulator에 의해 분할된 x축, y축의 아날로그 

신호를 ADC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필

요한 제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FPGA 제어

회로를 구성했다.
FPGA 내부에 Analog 보드에 연결되는 탐촉자 설

정에 따른 피크 검출, 전압 입출력제어, 데이터 버퍼

링 제어를 위한 스위치 제어 코어를 내장했고,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 칩 제어 코어와 Gain 칩 

제어코어를 두고 슬롯(최대 32)마다 이 AD 칩을 연속

적으로 설정 가능하게 하는 제어코어도 구현하여 내

장했다.
Analog 보드는 Synthesizer 보드에서 시간영역에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여기주파수 구간(time slot)의 데

이터를 적분하여 샘플링하며, 최대 샘플링 주파수는 

16,000Hz(제어사양)이고 분리하여 샘플링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 Time Slot의 개수와 동일하게 32개이다.
Analog 보드에 장착된 2개의 ADC를 제어하여 x축 

과 y축 아날로그 와전류검사신호를 동시에 샘플링 하

도록 했고,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연

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16bit, 16kB 크기의 FIFO를 

구성했다. 디지털 변환된 데이터는 DMA(direct memory 
access)를 사용하여 cPCI 버스를 통해 CPU 보드로 전

달된다.
Synthesizer 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FPGA 내부에

는 PCI9054 Chip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메모리 

블록 2개, DMA 블록 1개를 구성하여 FPGA의 Register
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Read/write가 가능하게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PCI 버스와 FPGA 등 최신 개

발된 소자와 회로 기술의 채용은 시스템 제어의 안정

성, 속도, 동작효율을 높이고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소

Fig. 7 A control diagram of developed analog board

Fig. 8 Developed analo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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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veloped analog control FPGA board

형화, 고사양화 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고성

능 진단장치로의 이행이 보다 쉽도록 한다. FPGA 내 

Arbitrator와 Semaphore를 구현하여 DSP와 cPCI 버
스간의 레지스터 접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접근하여 데이터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

였다. Fig. 8과 Fig. 9에 개발된 Analog 보드와 제어용 

FPGA 보드를 보였다.

2.4 ECT 시스템 통합

개발된 시스템은 Fig. 10에 보인 것과 같이 수실로

봇, 푸시풀러, 탐촉자, 와전류검사 시스템, 제어용 컴

퓨터 등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작동이 가능한 총체적

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
제어용 컴퓨터에 설치된 신호수집 소프트웨어를 통

해 와전류검사 시스템과 수실로봇, 푸시풀러를 제어하

Fig. 10 Integrated ECT system with a probe manipu-
lation system

Fig. 11 A configuration diagram of integrated ECT 
system hardwares and softwares 

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일체화 작

업도 진행되었다. 수집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설명한다. Fig. 11에 통합된 와전류검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였다.
개발된 Synthesizer 보드와 Analog 보드, CPU 보드, 

Probe Interface 회로모듈, 내장 하드디스크(solid state 
disk, 이후 SSD), 파워공급장치 등을 백 플레인(back 
plane)과 배선을 통해 상호 연결하고, 산업용 6U 규격의 

내장 랙(rack)에 고정하여 통합 시스템으로 조립하였다.
모든 보드들은 내장 랙 내부에 장착되어 동작되도록 

크기와 배치를 고안하여 배치했고, 외부와의 연결을 위

해 탐촉자 연결단자, 전원공급장치의 외부입력 단자, 
탐촉자 제어신호 단자, Host PC와의 통신을 위한 이더

넷 단자, 모니터링 단자 등을 장착했다. 그리고 내장 

Fig. 12 A CPU board of developed SG ECT system 
(Kontron, CP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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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ignal acquisition of integrated ECT system 
(bobbin dual mode)

랙의 하단에 공기순환을 위한 120mm 팬(pan)을 2개 장

착했다. CPU 보드는 Fig. 12에 보인 것과 같이 Kontron 
사의 CP 3000시리즈를 사용했다.
전원공급장치로는 다중 전압 출력이 패키지화된 형

태로 제작된 상용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를 장착했고, 외장케이스는 전자기 노이즈 차폐처리가 

된 19” 정압 밀폐 케이스를 사용했다. 냉각핀을 장치

한 밀폐 구조로 발열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랙과 외장 케이스를 선택함으로써 유지와 보수

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
통합된 장치의 전원 스위치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면 

ECT 시스템 전체운용을 담당하는 CPU 보드의 부팅

이 가능하도록, SSD에 운영체제로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7을 설치하고, 각각의 보드에 맞도록 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설치했

다. Fig. 13에 통합되어 패킹된 SG ECT pod와 신호

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신호수집 장면을 보였다.

3. 와전류검사 소프트웨어

와전류검사 소프트웨어는 ECT pod 제어 소프트웨

어 모듈, ECT 신호 취득 소프트웨어 모듈, ECT 신호 

평가 소프트웨어 모듈, 탐촉자 이송제어장치 제어 소

프트웨어 모듈, 시스템 운용/관리 소프트웨어 모듈이 

모두 구성되어야 현장검사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시

스템 구성이 완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와전류검사 소

프트웨어 중 ECT pod 제어 소프트웨어 모듈과 ECT 
신호취득 소프트웨어 모듈의 개발에 대해서만 포괄해

서 기술한다.

3.1 와전류검사 신호취득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된 synthesizer 보드와 analog 보드를 제어하고 

점검/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별도의 PCI 디
바이스 드라이버와 라이브러리를 개발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CPU 보드에 설치된 운영체제

인 Windows 7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이 제어하는 라이브러리의 요청에 따라, OS 커널이 디

바이스를 호출하고, 이 호출을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인식하여 동작하며, 제어/신호수집/전송/정지 등의 필

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하드웨어 아이디를 통해 통합 보드를 인식하기 위해 

inf 파일 작성을 작성했고, PCI controller와 통신하기 

위한 리소스 mapping, CPU와 통신하기 위한 각종 IRP 
handling, DMA를 위한 DMA adapter 획득 및 device 
description 작성, DMA를 위한 interrupt handling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WINDDK(Microsoft windows Driver 
Development kits) 7600.16385.1과 Visual Studio 2008 
SP1을 사용해 제작했다. Fig. 14에 디바이스 드라이

버와 라이브러리를 통해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신호수

집을 덤프 하는 소프트웨어의 제어순서도를 보였다3).
CPU 보드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

송은 DMA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구현했다. cPCI 인
터페이스 IC로 DMA를 지원할 수 있는 cPCI master 
device를 선정하고, 블록단위 전송방식의 DMA 코드

를 driver level에서 구현함으로써, 효율적인 DMA 전
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변환된 와전류 검사신호 데이터의 끊김 없

는 처리를 위하여 드라이버와 라이브러리는 무한 스

캔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고, cPCI의 DMA interface

Fig. 14 A software block diagram of system control 
and signal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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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 device driver registration screen of synthe-
sizer and Analog/ADC board

를 통해 ADC 데이터를 CPU 보드 메모리로 연속적으

로 끊김 없이 전달되도록 했다.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위하여 FPGA 내에 DSP 와 

cPCI BUS 간의 BUS 점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arbitrator를 구현했고, semaphore를 통하여, 동시에 버

스를 점유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했다. Fig. 15에 개발

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Windows 7 장치관리자에 등

록된 화면을 보였다.
개발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보드를 제어하려

면, 제어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결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핸들링을 위한 라이브러리는 동적 링크가 가능한 형

태(DLL, dynamic linked library)로 개발하였는데, 디
바이스 드라이버와 통신을 위한 device interfacing을 

우선 구현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어플리케이션 간

의 통신을 위한 내부루틴으로 Device I/O Control루틴 

기능을 개발했다. 개발 툴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SP이다.
개발된 보드를 제어하고 신호를 수집하는 보드제어 

및 신호수집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신호수집 소프트

웨어는 개발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DLL을 이용해 

synthesizer 보드와 analog 보드 그리고 이들 보드의 

제어용 FPGA 보드를 제어해 와전류 탐촉자를 구동하

고 와전류검사신호를 수집하고 저장,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한다.
Fig. 16은 개발된 와전류검사 신호취득 소프트웨어

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인 것이다. 디스플레이 차트

는 Main Strip Chart, Lissajous Chart, Small Strip 

Fig. 16 SG ECT signal acquisition software

Ch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Main Strip Chart는 총 4개, 
Lissajous Chart는 2개로 구성되어 있다. Small Strip 
Chart는 Lissajous Chart신호의 Vertical, Horizontal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취득 소프트웨어는 와전

류검사 신호수집 소프트웨어 모듈과 탐촉자 이송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모듈을 통합하여 제작했다. 그림의 

우측에 나타난 창이 탐촉자 이송장치제어 소프트웨어 

모듈의 화면이다. 탐촉자 이송장치제어 소프트웨어 모

듈은 푸시풀러의 동작제어와 RPC 탐촉자의 동작제어

를 수행한다.

3.2 와전류검사장치의 신호 프로파일 평가

개발된 와전류검사장치에서 얻은 와전류검사신호 

세기변화(profile)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 결함시험

편에 대하여 가진 주파수(driving frequency)의 변화에 
따른 신호세기(amplitude)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Bobbin 
탐촉자를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하였고, 샘플링 주파

수는 3,000Hz 이내로 지정하였으며, 평가용 시험편은 

Inconel 690(3/4”×.043”)을 사용하였고 결함 깊이별로 
프로파일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17은 MIZ-70 장
비로부터 얻은 결과이며, 상당히 깨끗하고 왜곡 없는 

프로파일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18은 개발된 

와전류검사장치의 신호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인데, Zetec
사의 MIZ-70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실험을 반복수행하여 재현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였는데, 매번 Fig. 18과 거의 동일한 결

과를 얻어 재현성도 매우 좋음을 확인하였다. Fig. 17
과 Fig. 18의 X-축은 검사에 사용한 가진주파수(kHz), 
Y-축은 신호세기(digital magnitude)를 나타내며 각각

의 곡선은 표준결함시험편에 가공된 결함의 깊이(%)를 

의미한다. 가진 주파수에 따라 민감한 결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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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ata profile of Zetec MIZ-70

Fig. 18 Data profile of developed SG ECT system

장치의 성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 고조파 왜곡, 크로스 토크, 증폭 선형성, 주파수 

대역폭, 신호대 잡음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추

가적으로 진행4),5)되어야 하지만, 이들 변수들이 대부

분 주파수 왜곡과 신호세기 변형, 노이즈 상승에 기여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스템의 성능이 상당히 안정되

어 있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이를 성능검증 항목에 대

한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6).

4. 결 론

원전 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를 위한 신호수집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장비의 성능

을 현재 원전 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에 사용되고 있

는 ZETEC의 MIZ-70 장비와 비교하여 점검하였다. 고
조파 왜곡, 크로스 토크, 증폭 선형성, 주파수 대역폭, 
신호대 잡음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성능확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함 검출신호의 세

기나 프로파일 패턴, 재현성 등에서 확인된 성능은 매

우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검증작업과 

현장 적용실험을 통해 확인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향
후 원전 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 현장에 적용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원전 증기발생기의 유지보

수와 진단기술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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