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ctor Coolant Pump (RCP) is core part of nuclear power plant to provide the forced circulation of reactor coolant
for the removal of core heat. Properly monitoring vibration of RCP is a key activity of a successful predictive
maintenance and can lead to a decrease in failure, optimization of machine performance, and a reduction of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Here, we developed real-time RCP Vibration Analysis System (VAS) that web based platform using NoSQL DB
(Mongo DB) to handle vibration data of RCP.

In this paper, we explain how to implement digital signal process of vibration data from time domain to frequency
domain using Fast Fourier transform and how to design NoSQL DB structure, how to implement web service using
Java spring framework, JavaScript, High-Chart. We have implement various plot according to standard of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and it can show on web browser based on HTML 5.

This data analysis platform shows a upgraded method to real-time analyze vibration data and easily uses without
specialist. Furthermore to get better precision we have plan apply to additional machine lear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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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로의 냉각을 위하여 발

전설비에 냉각수를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한 펌프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협소한 설치환경으로 인하여 비

좁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한 대용량 저수위용의 특

성을 가진 수직형 회전펌프가 1차 계통의 냉각재

펌프로 주로 이용된다. 수평형과 달리 수직형 회전

펌프는 지지 부위가 아래쪽으로만 되어있어 상대적

으로구조가취약하고, 중심회전축이 1,200RPM으로

작동하므로, 낮은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

의 저속운전으로 인하여 공진(resonance)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직형 회전펌프인 원자로 냉각재 펌

프(Reactor Coolant Pump)는 원자력 발전소의 1

차계통에 설치되어 핵연료에서 발생한 열을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그림

1]과 같이 원자로 1차계통에는 2기의 증기발생기

가 설치되고 각 증기발생기에 2기의 원자로 냉각

재 펌프(Reator Coolant Pump; RCP)가 병렬로

장착되므로 하나의 원자로당 총 4기의 RCP가 운

영된다(원자력 안전위원회, 2015).

병렬로 운영되는 RCP가 정전, 축 틀어짐, 배관계

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냉각재의 급격한 감소, 역류

로 인하여 원자로의 온도가 급상승함으로써 심각한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유일수 외, 2012). 이러

한 이유로 RCP의 정비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며,

고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사회적, 경제적 효

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CP의 정상적인 작동상

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

기 위한 키페이저, 축의 떨림을 측정하기 위한 X

변위센서, Y 변위센서의 3개 센서가 회전축에 설치

된다. 본체에는 X, Y, Z축으로 3개의 가속도센서가

설치되어 본체의 흔들림(진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하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서 취합된 진동데이터는 별

도의 가공이 없는 시간파형 형태로 중앙감시센터의

현황판에 표시하고 있으며, 각 센서의 데이터가 사

전설정된 경계치(특정 진폭값)을 넘어설 경우 경고

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Time Domain에서 진폭 Data만 이용하는 현재

의 방식에서는 고장 발생 후 사후처리만 가능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

가지 개선방안을 적용하였다.

첫째, 디지털신호처리를 이용하여 진폭 외에도

주파수, 위상의 새로운 Feature를 추출하여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활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연산시간이 소요되는 FFT, 동기/비동기 처

리, 리샘플링 연산 등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자동

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되며, Raw Data(진동)

와 연산결과 데이터(주파수, 위상)은 NoSQL DB에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표준 형식으

로 저장되어 활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로 Rest API를 지원하고, 표준 프로토콜로

DB 연결이 서비스되어, Web 기반 진동분석서버,

머신 러닝 서버에 연동되도록 Big Data DB 플랫

폼으로 구축하였다.

현재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Deep Learning 모델을 적용

할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작업없이 확장이 가능하

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 원자로 1차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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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기술

2.1 진동데이터를 활용한 설비 분석

대부분의 기계설비는 고장 발생 후 원인 파악, 부

품교체, 수리가 되어 Down Time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므로 예방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2]의 P-F Curve를 보면, 잠재적 고장(Po-

tential Failure)에서 실제 고장(Failure) 시점까지

진동, 유체(Oil), 소음, 열 등 다양한 증상을 통해 예

측진단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Bengtsson, 2010).

특히 진동의 경우 고장발생 이전 최대 9개월 전에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P-F Curve

설비에 부착된 진동센서로부터 얻어진 진동데이

터의기본형태는시간영역(Time-Domain)을 X축으

로 하는 Waveform의 형태이다. 지금까지는 Time

Domain의 진폭정보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데이

터 분석, 머신 러닝의 학습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회

전 설비의 경우 주성분인 회전축의 주파수(1X 성분)

외에도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성분의 주파수

를 추출하여 예측진단을 활용한다면 진단결과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다. 물리적인 필터를 이용하여 주

파수를 분리해 낼 수도 있지만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한 Digital Signal Processing

을 통하여 주파수영역(Frequency Domain)의 새로

운 Feature을 추출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미국

기계공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

cal Engineers; ASME)에서는 RCP의 진단을 위한

Plot에 대한 표준 권고사항을 ASME Part 24에서

[그림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플랫폼 서비스는 ASME에서 권고하는 분석 Plot을

실시간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각 Plot

은 진폭, 위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축 정렬, 축 중심

(Shaft Center Line), 축간 오정렬 등을 사전에 분석

할 수 있다(ASME, 2012).

[그림 3] 시간영역 대 주파수영역

[그림 4] ASME OM Par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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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

기존 진동감시시스템은 [그림 5]를 보면 감시 및

진단만이 가능한수준의 Plot이 가능하다(이상국 외,

2014).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개발된 것으로 경수로

의 냉각재 펌프 상태를 감시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GE에서 사용중인 System 1이 있으며,

ALTA, Oros 등 소음 진동 분석용 전문 Software

가 있다.

해당 시스템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데이터 취득과

정이 오프라인(Off line)인 점과 감시, 분석은 가능

하나 예측진단은 어렵다는 점이다. 센서로부터 취

득된 Raw Data를 디지털파일형태로 수동으로 전

달이 되고, 전문가가 해당 파일을 Load하여 다양한

신호처리(FFT, Resampling 등)를 한 후 결과 데

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방법은 분

석가의 업무경험과 Skill에 따라 분석결과의 편차

가 발생하게 되며, 전문가 외에는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새로운 예측진단기

술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 기존 진동감시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기존진

동감시 시스템(우리정보기술, 2014)의 단점을 개선

하였다. 오프라인을 개선한 온라인, 실시간으로 이

기종 예측진단시스템이나 AI시스템에 데이터를 연

계할 수 있도록 NoSQL DB인 Mongo DB를 도입

하였다. 데이터처리과정은시스템에서백그라운드로

연산이 자동으로 수행되어 Raw Data와 가공 Data

가 DB에 저장되어 활용된다. 표준방식(JSON, Rest

API)를 적용하고 머신러닝, 분석서버, 가시화 서버

를 연동 구현하였다.

2.3 NoSQL Database 적용방안

RCP의 센서는 진동데이터를 40K/s로 샘플링을

하며 10초단위로 36.6MB의 Raw Data를 전송한다.

Raw Data를 FFT, Re-Sampling, Window 함수

를 적용한 가공 Data를 저장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전통적인 RDBMS보다는 NoSQL DB인

Mongo DB를 사용하여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표 1>은 본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유형

이다. 동기 데이터는 RCP의 중심 축 주파수(1,200

RPM, 20Hz)와 동기되어 처리되는 변위센서 데이

터이며, RCP의 프레임에 설치되는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는 회전축 주파수와 진동원인이 다를 수 있어

비동기처리된다. 과도운전은 가동/정지시의 데이터

이며 회전축의 분단회전수(RPM)의 변화에 따른 분

석이필요하므로 Bode Plot을 사용하게된다. Spec-

trum분석은 중심 축의 주파수(20Hz)의 정수 배(1X,

2X 등)에 해당하는 주파수성분을 분석하면 어느 부

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는 연간 4TB 이상

의 데이터가 누적되는 비정형 대용량데이터이므로

기존의 RDBMS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

Mongo DB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구성하였다.

데이터 신호유형 데이터 속성 신호처리

동기
데이터
연산처리

변위 진동 진폭 Waveform

변위 주파수 진폭
(1X, 2X)

Spectrum

비동기
데이터
연산처리

변위, 가속도 진동 진폭 Waveform

변위, 가속도
주파수 진폭
(1X, 2X) Spectrum

과도운전
데이터
연산처리

변위 진동 진폭 Waveform

변위 주파수 진폭
(1X, 2X) Spectrum

<표 1> RCP 진동분석 데이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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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QL
(Mongo DB) RDBMS

Database Database

Collection Table

Document Row

Key/Field Column

Embedded Document Table Join

Primary Key( _id ) Primary Key

<표 2> NoSQL vs RDBMS

[그림 6] MongoDB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요

Mongo DB와 RDBMS의 구조와 용어의 비교는

<표 2>, [그림 6]과 같다(이준호, 2018). [그림 7]

은 실제 진동데이터가 RDBMS의 Record(행)에

해당하는 Mongo DB의 Document는 Key-Value

쌍으로 된 JSON형태로 저장이 되는 구조를 보여

주며 특히 vmsData에 Array형태로 진폭데이터가

저장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진동데이터 Document 구조

[그림 8]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키텍처



6 Ju Sik Kim․Sung Han Jo․Rae Hyuck Jeoung․Eun Ju Cho․Young Kyun Na․Ki Hyun You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아키텍처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는 [그림 8]과 같다. 전처리

서버로부터 수집을 위한 Connectivity Layer가 있

고 예측진단을 위한 Data Layer, 외부 서비스를 위

한 서버와의 연계를 위한 Sevice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진동분석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서버의 역할

과 구성은 [그림 9]와 같다. 제일 앞단에서는 각 발

전소의 RCP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빅

데이터 DB에 저장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신호처리

(FFT) 후 Plot에 표시되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역할

을한다. DB는무정지운영을위하여이중화구성이

되어있어하나의 DB가 Shutdown 되더라도 Backup

DB가가동되도록설계하였다. 후처리를위하여머신

러닝 서버와 시각화서버도 연동되도록 설계하였다.

서버 구성은 [그림 10]과 같이 전처리, DB, 진동

분석, 머신러닝으로 총 4개의 역할이며, DB는 이중

화구성으로 구성되어 Main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Backup 서버가 가동되도록 구성하였다.

3.2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는 [그림 11]에 표시된 것과

같이 Noise Filter, Sync, Resampling, FFT의 단계

를 거치게 된다. Raw Data는 Low Pass Filter,

High Pass Filter를 거친 후 축 회전과 동기화되며,

회전수에 맞추어 Resampling된다. 다음으로 FFT,

Window 함수를 적용하여 Spectrum 분석이 이루

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0] 서버 구성

[그림 11]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그림 9]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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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B 스키마 설계

Mongo DB에 저장되는 RCP데이터의 논리 모델

링 다이어그램은 [그림 12]와 같이 설계되었다. 진

동측정데이터는 Document에 저장된다. Document

의 각 필드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그림 12] 논리 다이어그램

Field Type Description

SensorKey String 해당 설비 센서 ID

name String 해당 센서의 이름

TimeStamp String 측정 시간

Type String 측정 시 운전 상태

Plant String 발전소 호기

vmsData Array 실제 측정 데이터

<표 3> 데이터 Document 명세표

3.4 Web Service 설계

Web Service의 구현은 Spring Framework을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그림 13]의 MVC(Model

View Controller) 아키텍처를 적용하였다.

[그림 13] Model-View-Controller 구조

4.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 사양

서버사양은 <표 4>와 같으며 총 6대의 서버가

Rack에 Giga-bit Switch로 연결되어 구성하였다.

OS와 기본 프로그램은 빠른 처리를 위하여 SSD에

설치되었으며 Data 저장은 확장을 고려하여 Raid

로 구성하였다.

항목 사양

서버
구성

CPU : Intel Xeon-Gold,16-Core 2.1GHz×2
Memory : 128GB(32×4), DDR4-2666 이상
OS용 HDD : 480GB SSD×2
Data용 HDD : 1.2TB SAS 12G×6
OS : Windows Server 2016 std, 64bit 이상

<표 4> 서버 사양

4.2 개발 환경

개발언어는 Java를기본으로사용하였으며 Front-

End는 JavaScript, High Chart를 사용하였다. 추

가로 PostGresDB를 사용한 이유는 테이블형태의

Plant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Framwork은 Spring Frame을 사용하였다.

구분 내용

웹 아키텍처 WAS : Apache Tomcat
MVC(Model-View-Controller)

개발 언어 Java, JavaScript, HTML, JSP

DB Mongo DB, PostGresDB

개발 도구 Eclipse, JDK

개발 프레임웍 Spring Framework

통신 프로토콜 TCP/IP 기반 HTTP, sFTP

기타 High Chart

<표 5> 개발 환경

4.2 구현 소스코드

주요 소스코드는 <표 6>과 같이 각 데이터의 흐

름을 제어하는 Controller 모듈, Plot을 위한 데이

터를 가공하는 Service 모듈, DB와 연계하여 데이

터를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하는

DAO 모듈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이는 향후 유지보

수를 고려하여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각 모듈간 데이터 및 호출 흐름은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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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스코드 상세 기능

Cont-
roller

RCPVMSGraph
Controller.java

파라미터를 서비스로 전달하고
그래프 데이터를 View로
전달하는 클래스

Service
RCPVMSGraph
ServiceImpl.java

RCPVMS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클래스

DAO
MongoTransient
Dao.java

과도운전 전처리 데이터를
CRUD하는 클래스

DAO
MongoBGProce
ssDao.java

정상운전 전처리 데이터를
CRUD하는 클래스

Class
RCPVMSInfo.
java

RCPVMS 그래프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클래스

JS RcpChartInfo.js
RCPVMS 그래프별 AJAX 요청
URL, CALLBACK 함수 등을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JS RcpChart.js
RCPVMS 그래프별
CALLBACK 함수를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JS
RcpChartOptions.
js

RCPVMS 그래프별 HighCharts
옵션을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JS
RcpChartFuncti
ons.js

HighCharts에서 추가로사용하는
공통 옵션, 기능을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JS
RcpChartExten
sions.js

사용자가 그래프 설정 상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추가하고 관련 기능을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JS rcpCommon.js
RCP 화면 공통 함수를 정의한
자바스크립트

<표 6> 주요 소스코드 모듈

[그림 14] 소스코드 구성

5. 주요 기능 및 구현결과

5.1 머신러닝 예측진단 연계

구현된 플랫폼에 연계된 머신러닝 분석결과는 [그

림 15]의 프로세스를거쳐 [그림 16]의 3차원 Plot으

로결과를보여줄 수있도록 연계되었다(Zeki, 2020).

5.2 데이터 분석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은 [그림 17]에서 보듯이 Drag

를 이용한 확대 축소 기능, 스크롤이 가능하며, 특

정 Plot을 찍어 해당 값을 볼 수가 있어 기존 시

스템에 없는 동적분석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Plot상의 특정 위치간 차이를 계산하는 기능

은 기존 시스템에 없어 별도의 계산기를 써야 하

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그림 16] RCP 머신러닝 결과 Plot

[그림 17] 분석 기능

[그림 15] 머신러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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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교 기능

기존 오프라인 진동분석 SW는 RCP간/데이터간

비교기능이제공되지않아고장원인을추적하는것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한 기능이

다. 이것이가능한이유는빅데이터DB에누적된데이

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다. 동일

RCP의 다른 날짜 또는 다른 RCP간 진동데이터를

자유롭게 Query하여 비교할수있다([그림 18] 참조).

5.4 Cascade Plot

Cascade Plot은 3차원 Plot이면서여러개의 Data

를 동시에 표시하는 Plot이다. 이 Plot은 여러 번의

RCP의 기동시에 발생하는 RPM의 주요 변화를 추

적하는 Plot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사용이 까다로워

서 전문가도 쉽게 쓰기가 어렵지만, 본 시스템에서

는 Data 범위를 설정하여 쉽게사용할 수 있도록 구

현하였다([그림 19] 참조].

5.5 다중 Plot 화면

ASME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Plot을 하나의 웹페

이지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으로 전체적인 작동상황

과 분석 Plot을 보고 사용자/분석자는 상세 분석이

필요할 경우 해당 상세기능화면으로 이동한다. [그

림 20]은 다중 Plot을 동시에표시하는 시스템화면이

며 상단의 RCP & Channel선택에서 조회조건을 통

해 특정 발전소, 특정 RCP,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하

는 진동데이터의 분석화면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림 18] RCP간 비교분석 Plot [그림 19] Cascade Plot

[그림 20] 다중 분석 Plot 표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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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기존의 회전설비 진동데이터 분석시스템은 분석

기능만을 위한 포인트 솔루션(Point Solution)이며

대표적으로 Oros, ALTA가 있다. 해당 솔루션은 현

장에서 측정된 진동데이터를 오프라인 형태로 수집

하여 사용함으로써 특정 시점만의 데이터 분석만이

가능하고, 패키지에 특화된 데이터 형식만을 사용하

여범용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다. 새로운 알고리즘

이나 방법 특히 머신러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 데이터처리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머신러닝을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온라인 예측진단

시스템으로의 활용은 불가능에가깝다고 할수 있다.

본 연구의주요의의는①진동데이터를표준화된

JSON 형태로동기/비동기데이터처리후에 NoSQL

DB에 저장,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적 데이터분

석 외에 다양한 분석알고리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용성을 갖춘 데이터 관리 방안을 구현하였으며,.

②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용 표준프

로토콜인 OPC-UA 기반의 데이터 수집아키텍쳐를

적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

현하였고, ③ 예측진단의정확도제고를 위하여규칙

기반, 협대역, 데이터모델, 머신러닝(SVM)의 진단

방법을 혼합하여 앙상블형태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새로운 분석방법(Deep Learning

등)의 추가적용은 표준 프로토콜과 아키텍쳐를 이용

하여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데이터 관리구조는

진동데이터의비정형대용량 Data의속성으로인하여

JSON 형식이 처리가능한 Document 방식 NoSQL

DB인 Mongo DB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상 Data에 비하여 고장 Data가 거의 없어 학습

의 어려움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One Class SVM를 적용하여 예측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진동 데이터 외에 Plant 정보와 결합하여 예측

진단이 가능하도록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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