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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원  핵 연료 에 한 검사는 고  방사능의 험으로부터 원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 원  핵 연료 에 한 검사는 방사능의 험으로 인해 카메라로 핵 연료 을 촬

하여 녹화된 동 상을 원격에서 보고 단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 소에서 사용되는 핵 연료 에 한 상태 검사를 상처리를 통하여 구 한 것이

다. 핵 연료 은 여러 개를 다발로 묶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검사하기 한 상처리 기법으로는 

에지 검출 기법이 유용하다. 

핵 연료  에지 검출을 해 DoG 기법에 임계값 처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DoG를 최

화한 새로운 기법으로, DoG와 임계값을 듀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핵 연료  에지를 검출한 

후에, 핵 연료  검사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핵 연료  이상 유무를 단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미니어처

로 제작된 핵 연료  검사시스템에 실험한 결과 우수한 특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원  핵 연료  상태 검사를 보다 쉽고 안 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에지처리∣DoG∣임계값 처리∣원전 핵 연료봉∣

Abstract

An inspection of nuclear fuel rods should be performed at remoteness from risks of high level 

radioactivity, and accuracy is required. Currently, inspection of the nuclear fuel rods is operated 

to monitor the video that recording an original nuclear fuel rods at remoteness because of the 

risks of radioactivity.

In this paper, it is an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as carried out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image processing inspection of the nuclear fuel rods. The nuclear fuel rods are configured 

to use a bundle of plurality, in the image processing technology to verify this, the edge detection 

method is useful.

We suggest to DoG technique to add threshold for the nuclear fuel rod edge detections. This 

is the new technique that optimized DoG. It is to deal with DoG and threshold to dual process. 

In this way, after detecting an edge of the nuclear fuel rods, by running a nuclear fuel rod 

inspection algorithm to determine the status of nuclear fuel rods. We applied the system using 

the new algorithm, and confirmed an excellent characteristic.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o be able to be carried out more easily and securely inspect 

of nuclear fuel rods.

■ keyword :∣Edge Detection∣DoG∣Threshold∣Nuclear Fue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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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상처리는 디지털화 된 그림이나 사진 상을 목

에 맞게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기술로서 컴퓨터의 속도 

증가에 따라 많은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각 산업분야에서 상 인식 처리 기술의 용사례들

을 보면 기본 인 디지털 상 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이 요구하는 특성에 맞게 연구 개발되고 있으

며, 그 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연구 결과들이 지속

으로 발표되고 있다[1-5].

원자력 발 소에서 사용되는 핵 연료 의 사용 후 검

사는 재 일정기간 사용된 핵 연료 을 4면에서 동

상으로 촬 하고 녹화된 상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핵 연료  검사를 하여 녹화된 

상을 최 화된 에지처리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는 방

법을 연구한다.

원 연료에 사용되는 우라늄 235를 원자력발 에 이

용하기 해서는 2∼5%의 농축도를 가지는 농축 우라

늄으로 이것을 분필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온처리를 하

게 되면 원  핵연료의 소자, 펠렛(Pellet)이 된다. 이 펠

렛을 지르코늄(Zirconium) 으로 만들어진 가느다란 튜

에 수백 개를 집어넣어 핵 연료 을 만들게 된다. 이

게 만들어진 핵 연료 은 보통 여러 개를 다발로 묶

어(17×17) 사용하는데 이러한 핵 연료  다발을 원 연

료집합체라고 한다. 보통 원자로내에서 이러한 핵 연료

 다발은 120여개가 수직으로 장진되어 핵분열을 일

으키게 된다. 핵연료 은 고정시키는 장치가 별도로 없

고 핵 연료 의 간에 치한 그리드(Grid)에 붙어 있

는 작은 스 링으로 가볍게 잡아주는 마찰력으로 핵 

연료 을 공 에 띄워놓게 된다. 

핵 연료 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며, 장기

사용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키거나 표면에 이물질

이 부착되어 방사능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그

래서 정기 으로 원자로 내의 핵 연료 에 하여 원

연료 이물질 검사를 실시하며, 폐기 핵 연료 으로 분

류 재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발 에 있어 핵 연

료  다발에 한 검사는 정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장기 사용으로 혹시 손된 연료 으로 인한 방사능 

방출 등에 비한 매우 요한 원  보수 업무 의 하

나이다[6].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  표면의 이물질, 처

짐, 비틀림 등의 상태를 검사하는 에지 처리 기법의 최

화에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내 원  환경에 맞

는 원  연료 검사 시스템을 상처리를 통하여 구 함

으로서, 원  연료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II. 원전 연료 검사 비전 시스템

1. 실험시스템 구성과 동작

그림 1. 원전 연료 검사 비전 시스템

[그림 1]은 원  핵 연료  검사를 하여 제작된 실

험 장치이다. [그림 1]에서 ①은 상 검출 측정을 하

여 2M 높이의 연료 다발로 제작된 피측정체인 연료  

더미(Dummy)이다(실제높이 4m). 

[그림 1]의 ②는 카메라이며, 그림에서 ③의 하우징 

내부에 들어있는데, 이외에도 카메라 콘트롤 보드와 카

메라 수직  수평 이동을 한 모터 드라이버 콘트롤 

보드가 들어있다. 이것은 원  핵 연료  검사를 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며, 이 체를 원  연료 검사 비  

시스템이라 한다.

원  연료 검사 비  시스템은 평상시 외부 빛의 노

출로부터 안 한 상 검출을 하여 [그림 2]와 같이 

두꺼운 천으로 시스템 체를 덮어 측정 시 외부의 빛

의 산란을 방지하기 한 암실 역할을 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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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료봉 정면

그림 3. 이물질 영상 검출 시스템 구성

그림 4. 원전 연료 상태 모니터링

[그림 3]의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모든 

상 인식은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설치된 카메라가 수직

으로 최상단에서 최하단으로 이동하면서 피측정 시스

템의 겉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 표면의 크랙, 체 시

스템의 비틀림 등을 카메라에 의하여 동 상으로 실시

간 분석하고 검출하여 이를 송한다. 각각의 카메라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동시에 상을 인식하고 이 인식 

데이터는 카메라 이블을 통하여 입력된 상 데이터

로 먼  2차원으로 모델링하게 된다. 각 면의 2차원 모

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3차원 모델링 데이터로 변

화하여, [그림 4]에서 처럼 PC에서 핵 연료  상태를 모

니터링 할 수 있다.

III. 대표적인 에지검출 기법의 적용결과

에지 검출 기법은 윤곽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각의 에지 검출 방법은 나름 로의 장단 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한 응용분야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응용분야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경우도 

있어 상 검출에서의 검출 기법 선택은 단히 요하

다[7-10]. 

본 장에서는 기존의 표 인 에지검출 기법을 용

하여 원  연료  에지 검출을 해보았다. 원  핵 연료

은 17개의 연료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

태 검사를 해서는 에지를 검출하는 방법이 매우 요

하게 작용한다.

1. 임계값을 이용한 에지 검출 기법
임계값을 이용한 에지 처리는 에지는 강하게, 약한 

에지는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은 임계값을 50으로 했을 때 원  연료 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50이상을 255로 했기 때문에 흰

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a) 원본 영상                 (b) 임계값 50 

그림 5. 임계값 50 처리 결과

        (a) 원본 영상                (b) 임계값 150 

그림 6. 임계값 150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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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본 영상              (b) 임계값 80 

그림 7. 임계값 80 에지 검출 결과

[그림 6]은 임계값 150 경우로, 오히려 연료 의 경계

가 무 져 불명확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림 7]는 임계값 

80으로 임계값의 연료  상 에지 검출 시 가장 좋은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2. 소벨 연산자를 이용한 에지 검출
소벨 연산자는 1차 미분을 이용한 에지 검출 방법이

다. 소벨 연산자의 수평, 수직 방향의 기울기는 식(1)과 

같다.

 

     
   

     
   

(1)

여기서 는 수평방향 기울기이며, 는 수직방향 기

울기이다. 식(1)은 에 인 한 이미지 도의 차이

에 가 치를 부여한 것이다. 디지털 상처리를 고려해 

식(1)을 간략화 하면 식(2)와 같다[11].  

                            (2)

소벨 연산자 기법을 원 연료  검사에 용한 결과  

만족할 만한 응답특성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 에서도 

[그림 8]은 응답특성이 가장 우수한 사례를 나타내는데, 

연료  사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검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결과를 보여 다.

그림 8. 소벨 에지 처리 결과

3. 라플라시안(Laplacian) 에지 검출기
1차 미분을 한 에지 검출기에 미분을 한번 더 수행하

여 얻는 방법으로 임의의 이산 함수 를 1차 미분

하면 식(3)이며, 다시 2차 미분하면 식(4)로 나타낼 수 

있다[12].

 ′  

                (3)

 ′′ 









        

               (4)

라 라시안 에지 검출기는 표 인 2차 미분 연산자

로, 모든 방향의 에지를 강조한다. 에지 검출 성능이 우

수하여 다른 연산자보다 더욱 더 두드러지게 에지 추출

에 사용되나, 에지의 방향은 검출하지 못하고, 잡음 성

분에 매우 민감하여 실제보다 많은 에지를 검출하는 단

이 있다.

그림 9. 라플라시안 에지 처리 결과

[그림 9]은 라 라시안 마스크를 이용하여 원  연료

 에지 검출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 특성을 보면 소벨 마스크에 의한 특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잡음 요소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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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G(Laplacian of Gaussian) 연산자
잡음에 민감한 라 라시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만들어 졌다. 라 라시안을 용하기 에 가우시안 스

무딩을 수행하여 잡음을 제거한 뒤 에지를 강조하는 데 

라 라시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계산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단 이 있다. LoG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12].

 

 





   


 





 

 

  

(5)

[그림 10]은 LoG를 원 연료  검사에 용한 결과

이다. LoG는 가우시안 스무딩을 통하여 잡음 제거를 하

여 라 라시안을 용하 기에 잡음은 제거 되었으나, 

오히려 소벨보다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a) 원래 영상              (b) LoG 응답 영상

그림 10. LoG 에지 처리 결과

5. DoG(Difference of Gaussian) 연산자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LoG의 단  보완 해 

개발되었는데, 각 가우시안 연산에 분산 값을 서로 다

르게 주어 이 차를 이용해 에지 맵을 구하는 방법이다. 

DoG는 식(6)과 같이 나타낸다[2-4].












 

 












 

 

      (6)

장 으로는 과   의 값을 변화시켜 값을 변화시

켜 검출할 에지의 넓이를 조 할 수 있다.

          (a) 원래 영상                  (b) DoG 응답 영상

그림 11. DoG 에지 처리 결과

  의 값이 있는 비율이 LoG와 가장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1]는 DoG의 결과 특성을 

나타낸다. 원  연료 의 구분이 비교  잘되는 편이나, 

잡음 제거 등의 방법을 거치면서 화면이 희미해져 실제 

경계선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6. 캐니(Canny) 에지검출 기법
캐니 에지 검출기는 어떤 에지 검출기들 보다 윤곽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원래 상의 회색물질과 련된 

모든 에지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림 12]은 임계값을 0～50으로 주고 원  

연료  상에 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에지가 

아닌 부분까지 에지처럼 세 하게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원본 영상            (b) 캐니 에지 결과

그림 12. Canny에지 임계값 0~50 적용

        (a) 원본 영상             (b) 캐니 에지 결과

그림 13. Canny에지 임계값 100~1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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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본 영상             (b) 캐니 에지 결과

그림 14. Canny에지 임계값 200~250 적용

[그림 13]와 같이 임계값 100～150 경우 역시 연료  

사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으며, [그림 14] 임계

값 200～250 값부터는 오히려  더 경계가 무 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제안한 원전 연료봉 검사 알고리즘

기존의 방법들은 나름 로 장단 을 갖고 있으나,  

원  연료  검사를 한 보다 강화된 최 의 알고리즘 

도출이 필요하다. 에지처리 방법의 듀얼 처리 조합 

에서 DoG 와 임계값 처리를 병행할 때 원  연료  에

지 검출에 해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DoG와 임계값 처리 후, 연료 의 상태 유

무를 정확하게 검출하기 한 검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1. 원전 연료봉 상태 검출 알고리즘
이물질 독을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상처리 

심 역(ROI: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하기 하여 

[그림 15]에서 보듯이 라인 이 를 사용하 다. 

  

그림 15. 라인 레이저를 사용한 연료봉 ROI

 연료 의 ROI를 검출하는 방법은 상의 라인 이

 색 포인트를 탐색한 다음 심 치를 장한다. 

장한 포인트가 17개이면, 심을 기 으로 30×50의 

ROI를 생성하고, 이물질 검출 알고리즘을 구동한다. 검

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연료  윤곽선은 연료 의 이물

질, 휨, 그러짐 등이 없다면, 선형 으로 변하거나, 거

의 변화분이 없다. 만약 이물질이 있는 경우, 연료 의 

폭이 기 보다 크거나 작거나 변화하게 되므로 이상 유

무를 분석할 수 있다. 한 연료 이 손된 경우는 라

인 이 의 RGB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서 독이 가능

하다. 이와 같이 원  핵 연료  검사를 하여 흑백  

칼라를 이용한 병렬 처리 방식을 채택하 다.

2. 실험 결과
[그림 16]과 [그림 17]은 연료  표면에 부착된 이물

질의 치에 따라 검출한 결과이다. 얇은 테잎 조각  

섬유 조각에 하여 검출 특성이 우수하 다.

    (a) 이물질 검출 원 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16. 얇은 검은 테이프 이물질 경우

    (a) 이물질 검출 원 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17. 섬유 조각 이물질 경우

[그림 18][그림 19]는 연료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의 

치에 따라 연료  표면의 함몰 특성과 표면의 그러

짐을 검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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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표면 함몰 원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18. 연료봉 표면 함몰 검출 특성

  (a) 찌그러짐 검출 원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19. 연료봉 찌그러짐 검출 특성

연료  표면에 부착된 비틀림의 치에 따라 분석하

다. 한 라인 이 를 이용하 기 때문에 RGB 데이

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여 비틀림 특성을 찰할 수 있었

다. [그림 20]의 (b)를 보면 연료 이 비틀림으로 인하

여 체 으로 경사져 보임을 알 수 있다.

     (a) 비틀림 검출 원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20. 연료봉 비틀림 검출 특성

연료 을 지탱하는 그리드는 핵연료 의 유지 리 

 수명에 요한 요소이다. 그리드 표면의 손상 치

를 분석하 다. [그림 21]은 연료  앙부분의 심한 손

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은 연료  끝단 부분에서 심한 손상을 나타

내고 있으며 상처리 결과로서도 정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3]은 연료  하단 끝단의 좌우측의 한 연료

이 처짐으로 캡이 소실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a) 그리드손상 원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21. 연료봉 그리드 손상 검출 특성

    (a) 그리드종단 원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22. 그리드 종단부분 손상 검출 특성

    (a) 연료봉 캡 원영상          (b) 처리 후 영상
그림 23. 연료봉 캡 소실 검출 특성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표 인 에지 처리 기법을 조합하여 

원  핵 연료  에지 검출을 한 최 의 방법으로, 

DoG 에지 처리를 한 후 임계값 처리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DoG 에지 처리 후 임계값 처리된 흑백 상을 

검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특성의 우수함을 확인하 다.

한 핵 연료  검사를 한 미니어처 검사시스템을 

제작하여 용한 결과, 핵 연료  표면의 비틀림, 이물

질, 그리드 손상, 캡 손실 등을 실시간 상을 통하여 검

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실시간 원  핵 연료  검사를 하여 상 처

리의 모든 과정이 원격에서 모니터링  분석이 가능하

도록 연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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