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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음향방출 (acoustic emission)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배관 상태 

진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음향방출 센서로부터 계측되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노이즈 제거, 특징 추출 등의 신호처리를 통해 직접 가공하고 추출된 특징을 

기계학습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여 배관의 누출 상태를 학습시켜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한다.

  먼저 추출된 특징 세트로부터 기계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들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특징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인 EDET(enhanced 

distance evaluation technique)는 기존 DET 알고리즘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알고리즘으로 배관의 각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 민감도를 계산함으로써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음향방출 센서를 통해 계측되는 시간영역 데이터의 경우 센서의 부착 위치, 상태 

등에 따라 신호 에너지가 변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문제점은 데이터 기반 

패턴인식 알고리즘에 있어 영향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여 분류 성능을 심각하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배관 누출 현상으로 인한 음향방출 신호와 주파수 

초상화(spectral portrait)기반의 배관 미세 핀홀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특정 현상으로 발생한 신호는 양쪽 센서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주파수 초상화를 특성화하는 벡터 함수를 

개발한다. 모의실험 결과, 기존 배관 누출 감시 알고리즘의 경우 압력과 핀홀의 크기 

혹은 센서가 부착된 위치가 다름에 따라 분류 성능이 낮아진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압력이 변하거나 누출의 정도(핀홀의 크기)가 변해도 높은 분류 성능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개별 센서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패턴 

분석의 학습을 위해 사용하지만 같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일부 데이터에서 분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는 유체의 누출지점으로부터 센서가 멀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표면에 흐르는 음향방출 신호에 감쇠가 발생하고 감쇠로 인해 미약해진 

신호를 특징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관의 양쪽 끝에 부착되어 있는 두개의 음향방출 센서로부터 취득된 신호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전처리 함수 g(r)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전처리 함수는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으며 추가로 배경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도 기존 알고리즘보다 더욱 견고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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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음향방출시험(acousic emission test)은 금속이나 비금속체로 제작된 산업 

구조물(파이프, 저장탱크, 봉일러 등)의 구조물 내부에서 발생한 균열의 진전이나 

소성 변화를 감지하여 안전도를 평가해 주는 기구로써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압력용기, 저장탱크, 파이프 라인등의 안전성 평가 기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고온의 반응기(reactor), 타워(tower), 컬럼(columns)등에도 가동 중 

검사(on-stream inspection)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많은 설비 중에서 파이프라인은 가스, 공업용수, 화학 제품의 원료 등 다양한 

유체를 목적지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인체 내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과 같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이런 파이프라인에 외력, 부식, 

크립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표면에 응력(stress)이 발생하고 해당 응력의 

발전으로 누출, 절단, 파괴 등의 결함이 발생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경적, 

인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온/오프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음향방출기술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 중 음향방출 현상의 

수식적 모델링을 이용한 방법은 음향방출 신호의 복잡성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기보다 데이터 기반의 패턴인식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된다. 데이터 기반의 패턴인식 알고리즘은 센서 부착, 데이터 

계측, 신호처리 알고리즘, 특징 추출 및 특징 선택 알고리즘을 거쳐 인공지능 

분류기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 물 등 다양한 유체가 흐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음향방출기술 기반 배관 누설 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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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제 2 장에서는 음향방출기술 및 이를 이용한 패턴분석 방법과 관련 기술들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배관의 결함 크기를 분류하기 위한 일반적인 패턴 분석 

알고리즘 중 특징 선택 알고리즘인 DET 함수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를 개선한 

EDET 함수를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배관에 부착한 각 센서에서 배관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다른 기술과 다르게 두 센서에서 결함의 원본신호를 근사할 수 있는 

전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는 가스 배관의 미세 핀홀 검지를 위해 음향방출 

신호의 주파수 초상화(spectral portrait)를 이용한 가스 파이프 라인 누출 탐지 

알고리즘으로 두 센서로부터 결함 소스의 신호를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센서에서 

배관의 상태를 추출하고 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제 

5장에서는 4장과 함께 3개 이상의 센서를 통한 원본신호 근사 함수를 설명한다.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노이즈가 없는 환경에서 분류 성능이 높은 반면 원본신호에 

노이즈를 추가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3개의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두 센서 사이에 누출 발생시 노이즈와 

상관없이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 6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토의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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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음향방출기술

  음향 방출(acoustic emission)은 관측 대상의 재료적 관점에서 외부로 인한 균열, 

소성 변형 또는 내부적 열화, 부식 등에 의해 비가역적 변화를 겪을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고체의 탄성(또는 음향) 파동의 복사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생한 

탄성파는 음향방출센서에 의해 감지되어 증폭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거쳐 

계측되어지고 신호처리를 통해 가공 및 분석되어 비파괴검사, 상태진단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결함의 대부분은 재료에 응력(stress)을 받을 때 국부적인 결함부위의 응력집중으로 

인해 음향방출신호를 발생하며, 이러한 응력은 주로 구조물 파괴의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써 음향방출신호는 결함의 성장에 의한 파괴와 친숙한 연관이 있다. 강 

구조물은 실제 파괴가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결함의 성장 및 변형에 의해 많은 

음향방출신호를 발생하므로 음향방출시험은 이와 같이 발생 된 탄성파를 검출하여 

파손을 예측할 수 있다. 금속재료 내에서 전위 이동(dislocation motion)또는 

미세균열(micro-crack)의 생성 및 성장과 누출 등은 대표적인 음향방출신호의 

발생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는 돌발형 신호를 주로 발생시키며, 후자는 연속형 

신호로 설명된다. 돌발형 신호는 재료의 파손 또는 상변태, 응력부식균열, 피로균열, 

크맆(creep) 등 국부적으로 높은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간헐적으로 발생 되며 

신호의 최고진폭이 크고 불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연속형 신호는 주로 

금속재료의 소성 변형 또는 마찰, 누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되며, 대부분 낮은 

진폭과 연속적인 신호가 발생 된다.

2.2. 데이터 기반 패턴인식 기법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은 인지과학(congnitive science)과 인공지능(artifi 

-cial intelligence)분야에 속하는 문제 중 하나다. 패턴인식은 공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의 실제 구현 문제인 감지된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 

패턴인식을 여러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계산이 가능한 기계적인 

장치(컴퓨터)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를 다루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패턴인식의 약 다섯 단계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터 수집단계, 특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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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모델 선택단계, 학습 단계 및 인식단계이다. 패턴인식을 수행하기 전에 

특징(feature)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징이란 패턴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분별할 

수 있는 양상(aspec), 성질(quality) 혹은 특성(character- istic)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특징에는 시간영역, 주파수 영역, 시간-주파수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특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특징 중에 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역의 특징들을 주로 사용했다.

  다음으로 패턴은 추출된 특징들을 모아놓은 집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특정 

현상에서 취득된 특징 벡터 X와 해당 현상이 속하는 클래스 L로 이루어진 변수 쌍 

{X, L}으로 표현된다. 다수의 특징 벡터가 존재 할 경우 패턴인식에서 어떤 특징 

벡터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서로 다른 클래스의 특징 벡터들이 

특징 공간에서 겹치는 경우 패턴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을 위한 모델로는 SVM, KNN, DNN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사용자들의 

경험에 따른 지식이 별도로 요구된다. 각 모델은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며 설정 

값에 따라 분류 성능이 바뀔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류 모델로 기계학습모델인 

SVM(support vector model)을 사용하였으며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확인을 위해 학습 모델을 위한 파라미터 최적화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MATLAB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했다.

2.3. 특징선택 알고리즘

2.3.1. 쿨백 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두 확률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로, 어떤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 그 분포를 근사하는 다른 분포를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엔트로피 차이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며 다음 식 3.1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log 




(2.1)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교차엔트로피에서 기준이 되는 분포의 엔트로피값을 뺀 

값이므로 상대엔트로피(relative entropy)라고도 한다. 그 값은 항상 양수이며 두 

확률분포 , 가 완전히 같을 때만 0이 된다.

║     

 log 




 

(2.2)

  역으로 쿨백-라이블러 발산이 0이면 두 확률분포는 같은 확률분포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거리가 아니라 확률분포 q가 기준확률분포 p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두 확률분포의 위치가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값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두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특징값에 KLD를 

계산함으로써 두 클래스의 확률분포가 확실히 다른지를 체크 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KLD값이 클수록 두 클래스 사이의 거리가 확실히 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추출한 

특징들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추출된 특징이 

클래스의 분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4. 학습 알고리즘

2.4.1. SVM(Support Vector Machine)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기계학습의 분야 중 하나로 패턴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며,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 사용한다. 두 

클래스(또는 카테고리)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SVM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비확률적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을 만든다. 만들어진 분류 모델은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현되는데 SVM 알고리즘은 그 중 가장 큰 폴을 

가진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SVM은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기로써 두 클래스 간 마진(margin)을 극대화하는 

초평면(hyper plane)을 찾아내어 주어진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분 할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다수의 클래스를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MCSVM(multi-class 

support vector machine)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MCSVM을 구현하는 

방법 중 one-against-one(OAO) 및 one-against-all(OAA) 방식이 있어, 상황에 

따라 SVM을 이진 또는 다중 분류기로 사용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클래스 사이의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분리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선형 데이터 집합을 두 개의 

클래스로 분할할 수 있는 초평면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널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백터를 보다 고차원 특징 공간속으로 매핑하여 초평면을 

찾게된다. SVM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커널 함수는 다항 함수, 가우시한 방사 

기저함수(Guassian radial basis function)지수 방사 기저 함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방사 기저 커널 함수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VM의 커널 함수로 가우시안 커널 함수를 사용했다. 가우시안 커널 함수는 다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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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과 같이 표현된다.

   exp


  
(2.3)

  시그마 값이 작을 경우 기초 함수에 오버트레이닝이 발생하고 반대로 시그마 값이 

큰 경우, 기초 함수는 모양이나 패턴을 정의하지 않고 포인트 주변에 타원을 그린다. 

즉, 시그마 값에 따라 분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 분류기 및 

다중 분류기로써 SVM을 사용한다. SVM을 사용하기 전에 각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시그마 값을 선택하여 사용했다.

2.4.2. k-NN(k-Nearest Neighbor)

  패턴인식에서, k-NN은 분류나 회귀에 사용되는 비모수 방식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분류 방법의 하나다. k-NN은 데이터 분포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분류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선택지로 주로 사용된다. 분류나 회귀, 두 

경우 모두 입력이 특징 공간 내 k 개의 가장 가까운 훈련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k-NN은 함수가 오직 지역적으로 근사하고 모든 계산이 분류될 때까지 연기되는 

인스턴스 기반 학습 또는 게으른 학습의 일종이다.

  최선의 k 값을 선택하는 것은 데이터에 의존적이다. 일반적으로 k값이 커질수록 

분류에서 잡음의 영향이 줄어들지만, 항목 간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좋은 k는 다양한 

발견적 기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어떤 항목이 가장 가까운 훈련 표본의 항목으로 

예측되는 특별한 경우를 k-NN 알고리즘이라 부른다.

  k-NN을 활용한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샘플을 훈련 및 테스트 범주로 나누는 작업이 

포함된다. xi를 학습 샘플, x를 테스트 샘플로, 을 학습 샘플의 실제 클래스로, 를 

테스트샘플에 대한 예측 클래스로 가정하며 여기서 는 총 클래스의 수를 의미한다.

  훈련 과정에서 각 훈련 샘플의 실제 클래스 ω만 사용하여 분류기를 훈련하는 반면, 

테스트 중에는 각 테스트 샘플의 클래스 ω를 예측한다. k-NN은 훈련 데이터 클래스 

레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학습(superbised-learning)중 하나이다. k-NN에서 k가 

1인 경우 테스트 샘플 x의 예측 클래스가 가장 가까운 이웃의 실제 클래스 ω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여기서 mi는 거리가 x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아래 식 3.2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min (2.4)

  본 논문에서는 k-NN 분류기를 이진분류기로써 배관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 

구분을위 한 분류기로 사용한다. 다른 분류기에 비해 단순하고 연산량이 작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신호의 전처리 파트에 복잡하고 느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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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향상된 특징선택 알고리즘

3.1. 소개

  설비에서 취득된 원본 신호로부터 추출되는 다양한 특징 데이터들이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모든 특징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패턴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효율적인 특징 선택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차원 특징 벡터는 진단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차원의 

비-가우스(none-Gaussian) 결함 특성을 처리하기 위해 trace ratio linear discriminant 

분석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상태를 진단하는 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 또, 불필요한 특징을 줄이고 최적의 특징만을 선택하기 위해 semi supervised 

kernel marginal fisher 분석법이 제안되었으며 최적의 저차원 특징 벡터를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결함 범주를 

인식하였다.[2]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기반의 고장 예측 방법이 있다. 커널 PCA(kernel PCA, KPCA), 커널 

피셔 판별 분석(kernel fisher discriminant analysis, KFDA)등 비선형 형태의 PCA 

파생기술들은 특징 변수 사이의 비선형 종속성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4-7]

  민감한 결함 특징 선택을 위해 거리평가기술(distance evaluation technique, DET)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에 대해 큰 정도의 

분산을 나타내고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에 대해 더 작은 분산을 나타낼수록 

좋은 특징으로 특징 값에 우선순위를 매겨 상위 특징들만을 취함으로써 분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8] 신뢰할 수 있는 결함 진단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모든 추출된 

결함 특징들 중에 각 결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DET알고리즘의 파생기술인 EEDET(enhanced DET)를 제안한다. 기존의 DET 

알고리즘은 클래스 내 밀집도와 서로 다른 클래스 사이의 분리 성을 평균계산을 통해 

다루기 때문에 각 결함별 특성의 민감도를 추정하는데 있어 평균값이 가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EDET는 특성 분석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DET의 

민감도 추정 방식을 수정했다.

3.2. 향상된 거리평가 기법(Enhanced Distance Evaluation Technique)

특징 선택의 주요 목표는 많은 수의 결함 특징들로 인한 계산 부담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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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특징 선택은 파이프의 상태식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일부 특징들을 

제거하여 정확한 배광 상태 결함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결함 특징 벡터를 결정하기 위해 DET를 개선 한 EDET를 

제안한다. 소개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기존의 DET는 해당 특징이 상태를 나타냄에 

있어 차별적인 특징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클래스 내 압축성을 최소화하고 

클래스 간 분리 성을 최대화하여 특징의 민감도를 추정한다. i번째 결함 특징의 

민감도 계산을 위해 DET는 먼저 i번째 결함 특징의 압축성을 아래 식 1을 통해 

계산한다.

  

  
  

 

 (3.5)

여기서 는 결함 종류의 수를, 는 m번째 클래스에 대한 i번째 특징의 밀도의 

정도를 나타내며 아래와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 

 

  (3.6)

여기서 는 각 클래스 내의 샘플 개수를, 는 m번째 클래스의 i번째 

특징에서 x번째 샘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i번째 결함 특징에 대한 클래스간 분리 

정도를 아래 식 3 을 통해 계산한다.

     
  

  

 


   ≠ 

 

    (3.7)

여기서 은 m번째 클래스에 대한 i번째 결함 특징의 중심 값을 나타내며 아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8)

마지막으로 i번째 결함 특징의 민감도 는 아래 식 5로 계산한다.

 


(3.9)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감도를 제공하는 결함 특징의 하위 집합을 찾는 기존 DET 

알고리즘은 상태 분류에 있어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장한다. 그러나 DET에는 각 결함 

특징 민감도를 추정할 때 아래와 같은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i) 기존의 DET에서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특징 밀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클래스 

내(intra class) 압축정도를 정의한다. 평균을 이용한 압축성 측정방법은 결함 

특징의 민감도가 잘못 추정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Fig. 3.1은 i번째 및 j번째 

결함 특징 분포의 예를 보여준다. 이때  이 두 특징이 동일한 수준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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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inter class) 분리 성능 갖는다고 가정한다. Fig. 3.1에서 볼 수 있듯이 i번째 

결함 특징은 j번째 결함 특징보다 처음 세 클래스를 구별하는데 더 유용하지만, 

i번째 특징의 4번째 클래스의 결함 밀집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해당 특징의 

민감도가 심각하게 낮아진다. m번째 클래스에 대한 i번째 특징의 낮은 수준의 

밀도값(또는 높은 수준의  값)은 i번째 특징이 넓게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ii) 기존 DET에서 클래스 사이의 분산도 클래스 내 압축성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각 클래스의 중심 간 평균 거리를 사용하는 클래스 간 분리정도는 결함 

특징의 민감도 추정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Fig. 3.2역시 i 번째 및 

j 번째 결함 특징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때 각 클래스 내 압축 정도는 같다고 

가정한다. Fig. 3.2에서 j번째 결함 특징의 민감도는 네 번째 클래스의 중심과 

다른 클래스의 중심 사이가 멀기 때문에 i번째 특성보다 분산도가 훨씬 높게 

계산이 된다. 이는 기존 DET의 특징 선택 방법에 따라 j번째 결함 특징의 α값이 

가장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결함 진단을 위한 특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Fig. 3.2의 i번째 결함 특징은 j번째 특징보다 클래스 사이의 

분산도는 낮아도 각 클래스를 구별하는데 있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결함 클래스 및 결함 특징별 민감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DET를 향상시켰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계산했던 m번째 클래스의 i번째 특징 밀도Dm,i

를 m번째 클래스 내부(inter class)를 위한 i번째 결함 특징의 압축도 compactnessm,i로 

가정하고, m번째 클래스 전체의(intra class) 모든 i번째 특징들의 분산도인 

separabilitym,i를 아래 식 3.6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min      (3.10)

여기서 min()은 입력 변수의 최솟값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m번째 클래스의 i번째 

특징에 대한 민감도 αm,i를 아래 식 3.7과 같이 계산한다.

   

 
(3.11)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한 EDET 알고리즘의 최소 특징 차원의 수는 1개가 선택될 수 

있고 반대로 최대 특징 차원의 수는 N개의 클래스 개수만큼 선택될 수 있다. 1개의 

특징이 선택되는 경우는 모든 클래스에서 가장 높은 민감도가 동일한 특징인 

경우이며 반대로 모든 클래스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특징의 종류가 다를 경우 최대 

상태 개수인 N개의 차원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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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xamples of the ith and jth fault signature distribution per clas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se features have the same degrees of the 

interclass sepa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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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xamples of the ith and jth fault signature distribution per clas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se features have the same degrees of the 

intraclass compac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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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계측 환경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한 데이터로 1인치 순환 파이프 테스트베드를 제작하고 

누수 상태를 모사하여 이때 발생하는 음향방출 신호를 계측하였다. 아래 Fig. 3.3는 

제작된 1인치 순환 파이프 테스트베드를 보여준다.

Figure 3.3. Pipeline testbed for 1 inch piepeline system

  다양한 크기의 누수 상태를 모방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PAC Plug [9]를 제작하여 

배관의 누출상태를 모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AC Plug 위에 쓰레드를 

추가로 가공하여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립시킴으로써 임의의 시간에 누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밸브를 열면 누수 상태, 밸브를 닫으면 정상 상태라고 

가정한다. 아래 Fig. 3.4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새로운 PAC Plug를 보여준다.

Figure 3.4. PAC Plug with valve for simulated leak source

  본 논문에서는 3가지 핀홀 사이즈(0.5mm, 1mm, 2mm)를 가공하여 총 4가지 누수 

상태(정상 및 0.5mm, 1mm, 2mm 누수 상태)를 재현했다. 센서는 테스트 배관의 양 

끝에 부착하였으며 PAC사의 WDI-AST 센서를 사용했다. WDI 센서는 광대역 센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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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Hz~ 900kHz까지 고주파 영역의 신호를 취득할 수 있어 연구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센서로 알려져 있다. 데이터 취득을 위한 셈플링 레이트는 1MHz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계측기 역시 PAC사의 PCI-2 계측기를 사용했다.

3.4. 실험결과 및 토의

  파이프라인의 누설 크기 분류를 위한 전체 알고리즘으로 아래와 같은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ure 3.5. Pipeline leak detection algorithm with proposed feature selection 

algorithm 

  먼저 대상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음향방출신호를 취득한다. 음향방출신호는 50% 

오버랩(overlap)을 시켜 특징을 계산했을 때 데이터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된 신호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센서의 사양에 알맞은 

대역통과 필터를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의 최저 동작 주파수인 100kHz를 

고역통과필터의 컷오프 주파수(cutoff frequency)로 설정했으며 저역통과필터는 

나이퀴스트 이론(Nyquist Theorem)에 따라 최고 셈플링레이트의 절반인 

500kHz보다 10kHz낮은 490kHz를 저역통과필터의 컷오프(Cutoff)주파수로 설정했다. 

대역통과필터를 통과하여 저주파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는 특징 추출 단계에서 각 

채널당 21개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 특징을 추출하며 총 42개의 특징을 하나의 

샘플로 가정했다. 아래 Table 3.1은 추출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상태당 3분의 데이터를 취득했으며 총 

2160개(정상상태(3set)x결함상태(3set)x샘플(360sample))의 샘플을 취득했다. 여기서 

정상상태가 3set인 이유는 서로 다른 크기의 PAC Plug가 닫혀있을 때마다 

정상상태가 취득되기 때문에 사용한 PAC Plug의 개수만큼 더 취득되게 된다.

  특징까지 추출되면 총 2160개의 셈플중에서 80%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 20%는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세트를 나누고 SVM을 통해 분류 모델을 생성했다. 분류 

모델의 성능확인을 위해 교차검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5회 반복(kFold = 

5)수행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기존의 DET(Conv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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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와 비교분석 했다.

Feature No. Feature Name Feature No. Feature Name

1, 22 Peak 12, 33 Entropy

2, 23 RMS 13, 34 Energy of Signal
3, 24 Kurtosis 14, 35 Clearance Factor

4, 25 Crest Factor 15, 36 5th Normalized moment
5, 26 Impulse Factor 16, 37 6th Normalized moment

6, 27 Shape Factor 17, 38 Shape Facotr 2
7, 28 Skewness 18, 39 Spectral Centroid

8, 29 Square Mean Root 19, 40 RMS of Frequency

9, 30 Margin Factor 20, 41 Root Variance of Freq.
10, 31 Peak to Peak 21, 42 Freq. Spectrum Energy

11, 32 Kurtosis Factor

Table 3.1. Feature pool for feature extraction

  CDET를 통해 계산한 각 특징의 정규화된 점수는 아래 Fig. 3.6과 같다. 

최종적으로 CDET는 0~1사이에 임계값을 설정하여 임계값 이상의 특징 벡터들을 

최종 특징으로 선택하게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민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특징부터 

6개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분류 성능과 모든 특징을 사용했을 때 분류성능을 

계산하여 Table 3.2에 나타내었다.

Figure 3.6. Sensitivity of fault features by means of the conventional DET.



제 3 장 향상된 특징선택 알고리즘 15

Rank No. feature Selected feature set Accuracy(%)
1 29 29 79.90

2 8 8, 29 89.12
3 41 8, 29, 41 89.42

4 23 8, 29, 23, 41 90.07

5 40 8, 29, 23, 40, 41 89.02
6 32 8, 29, 23, 32, 40, 41 86.12

- - All 72.70

Table 3.2.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DET with different feature sets

Table 3.2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특징은 29번(2번 채널 SMR)이었으며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특징 세트는 5개의 특징 {8, 23, 29, 41}일 때 90.07%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분류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든 특징을 

사용했을 때 72.7%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특징들의 민감도에 따라 분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안하는 EDET 알고리즘의 적용 결과 계산된 특징들의 민감도를 정규화 하여 Fig. 

3.7~3.10에 나타내었다. CDET와 마찬가지로 민감도가 가장 높은 특징은 29번 

특징이었으며 두 번째 우선순위부터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3.3은 

EDET의 결과로 선택된 특징들의 분류 성능을 보여준다.

Figure. 3.7. Sensitivity of fault features by means of the Enhanced DET with 

norm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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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ensitivity of fault features by means of the Enhanced DET with 

0.5mm leak state.

Figure. 3.9. Sensitivity of fault features by means of the Enhanced DET with 1mm 

leak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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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Sensitivity of fault features by means of the Enhanced DET with 1mm 

leak state.

Rank
Selected feature

Selected feature set
Accuracy

(%)Normal 0.5mm 1mm 2mm

1 29 29 29 29 29 79.90
2 8 8 8 23 8, 23, 29 92.37
3 32 32 41 40 8, 23, 29, 32, 40, 41 91.25
4 11 37 23 8 8, 11, 23, 29, 32, 37, 40, 41 92.32

5 33 16 40 41
8, 11, 16, 23, 29, 32, 33, 37, 

40, 41
91.00

Table 3.3. Performance of the enhanced DET with different feature sets

Table 3.3에서 EDET는 각 상태별로 서로 다른 특징 민감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각 상태별 특징민감도를 모두 SVM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여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두 번째 민감도의 특징 세트는 {8, 23, 29}가 

선택되며 92.37%의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CDET의 특징 3개가 

선택되는 조합보다 2.3%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준다.

3.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파이프라인의 누설 상태 진단을 위한 패턴인식 알고리즘 중 분류기 

성능 증가를 위해 필요한 특징선택 알고리즘인 EDET기반의 특징 선택알고리즘을 

제안했다. 기존의 DET 알고리즘은 클래스 내(Inter class) 평균 밀도와 클래스 

간(Intra class) 평균 분산을 이용하여 특징의 평균 민감도를 계산하고, 이후 임계값 

이상의 특징들을 선택하여 최종 분류를 위한 입력데이터로 사용한다. 이때 특정 

특징의 분산도가 너무 넓거나 하나의 클래스만 다른 클래스에 비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평균 계산에 의해 좋은 특징으로 선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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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안하는 EDET 알고리즘은 각 클래스를 위한 특징의 민감도를 클래스별로 

계산함으로써 클래스 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모의 시험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2번째 우선순위에서 총 3개의 특징을 선택하였고 기존의 

DET알고리즘이 4개의 특징을 선택 했을 때 보다 0.8%높은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해 단일 SVM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제안하는 EDET알고리즘은 클래스별 특징 민감도가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별 SVM을 이용하여 학습 할 경우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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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음향방출 신호의 Spectral Portrait을 이용한 가스 파이프 라인의 

누출 탐지법

4.1. 소개

  가스 파이프 라인은 건물, 공장, 제조 시설 및 저장탱크로의 연료 수송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가스 파이프의 노출은 파이프 라인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부상, 사망 및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필수 구성 요소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이프 관련 산업 표준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더라도[10, 11] 노화, 불완전한 재료, 부식 및 충돌과 같은 임의의 외부 

영향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12 13] 이로 인해 파이프 라인에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함에 의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가스 

파이프로부터 발생하는 누출을 식별할 수 있는 가스 파이프 누출 검출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에 가스 파이프 누출 검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 되었다.[13, 14]  

최근에는 음향방출기술을 이용한 파이프 누출 검출 방법이 각광 받고 있다. 

음향방출기술은 기존의 다른 비파괴 검사에 비해 간단한 구조의 시스템을 요구하며 

기존의 작업 시스템에 영향 없이 운전 중인 설비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16] 또한 음향방출 센서는 민감도가 높은 특성[17]을 가지고 있어 

파이프의 비정상 상태를 즉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음향방출 기반의 기술들은 

누출을 감지하고 분류 및 추정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18-25]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가스 파이프 라인의 누출을 진단하기 위해 음향방출기술과 

함께 데이터 기반 분석방법을 함께 사용했다.[21, 22, 26-27] 선행 연구에서 일부 

파이프 라인의 상태(정상, 누출 또는 누출의 정도)를 범주화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스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계측 및 축적하였다.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모댈 생성 기법은 가스 파이프의 누출로부터 발생하는 음향방출 

신호가 고정적이지 않아[26, 27] 명시적인 모델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한 

합리적인 방법론이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파이프 상태를 패턴 분석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 완료된 분류 모델이 파이프 내의 가스 압력과 같은 운전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패턴 분류를 기반으로 한 누출 식별은 다른 운전 조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22] 이 문제는 최근 시간-주파수 영역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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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신호의 특징을 추출하고 웨이블릿 잡음 제거 및 local mean decomposition 기술을 

통해 가장 고유한 구성 요소를 찾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18, 19, 21-23] 이러한 

솔루션 외에도 주요 구성 요소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19, 26] 또는 

Relief-F 알고리즘[22]과 같은 특성 선택 방법을 통해 특징 풀(pool)의 차원을 축소하여 

분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매우 정확한 분류를 보여주지만, 학습 

모델이 개별 신호 채널의 특징을 탐색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파이프라인의 구조상 밸브 또는 나사산 연결부를 가지는 명확한 누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합하다.[19, 20, 25] 그러나 파이프의 누출은 배광망을 

따라 어느 지점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복합 누출로 인한 복수의 누출 지점은 

파동의 분산 규칙[28]으로 인해 하나의 센서에서 서로 다른 AE 신호로써 계측할 수 

있다. 더욱이 파동 감쇠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29]이므로 AE 파동 자체는 

주변 소음의 영향 외에도 자체 전파에 의해 왜곡된다. 누출 위치가 복수인 경우도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음향방출 신호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에서 파이프의 누출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노이즈 제거 및 분해 방법이 필요하다. 즉, 각 채널의 신호로부터 의미 있는 신호를 

검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오 분류 또는 누출의 위치를 잘못 탐지할 수 있다. 

  파이프로부터 발생한 누출에 의한 현상이 음향방출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30-32]에서 입증되었다. 결과적으로 주파수 영역을 

이용한 파이프 누출 감지 기술은 파이프라인의 누출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데 

유용하며 기존의 많은 논문에서 활용되었다.[18, 22, 33]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기능은 개별 채널에서 계측된 신호만을 이용하므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파동 전파 모델과 누출 상태의 파이프의 

업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 위치에 배치된 두 개의 AE 센서로부터 누출 신호의 

스펙트럼 파워를 근사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두 신호 채널의 조합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널 중 하나가 누출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누출 신호가 

강한 감쇠를 겪지만 다른 하나는 누출 근처에 있으므로 누출 신호 감쇠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측정된 AE 신호에 포함된 파이프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제안한 기술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치와 매우 유사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스팩트럼 

전력(spectral power)추정 값의 결과는 누출 위치와 무관하고 그 특성이 원래 방출된 

신호의 특성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특징을 추출하고 누출 진단을 위한 

분류기를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누출 감지 및 인식에 대해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져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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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 계측 방법

  Fig. 4.1 은 파이프 라인에서 가스 누출 신호를 실험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보여준다. 해당 시스템은 외경과 두께가 각각 114.3mm와 6.02mm인 

스테인리스 강 304 파이프 분절로 구성 된다. 실험 과정에서 직경이 각각 0.3mm, 

0.5mm, 1.0mm 인 구멍을 가진 볼트를 이용하여 특정 누출 크기를 모사하였다. 

테스트 파이프 라인의 정상 및 누수 상태는 3가지 직경의 구멍을 가진 볼트를 

파이프라인에 조립하고 해당 구멍을 닫고 엶으로써 정상 및 누수 상태로 특정하였다.

(a)

AE 
Sensor 2

AE 
Sensor 1

Leak

(b)

1mm

0.5mm

0.3mm

(c)

Figure. 4.1. Testbed : (a) a test section, (b) leak simulation tool, (c) orifices

AE 
Sensor 1

AE 
Sensor 2

Gas flow

Leak Valve

flange flange2550 mm

850 mm

2000 mm

5 mm

Figure. 4.2. Experimental setup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Fig. 4.2와 같이 두 개의 AE 센서를 배관의 양 끝에 설치했다. 

선행 연구에서 가스 파이프 라인의 누출을 식별하기 위해 0에서 100Hz (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취득된 음향방출신호를 활용하여 저주파 파가 고주파 파보다 덜 감쇠되어 

파이프 라인에서 멀리 전파 될 수 있다고 추론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산업 

환경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압축기, 펌프, 차량 및 보행자와 같은 외부 요인은 

지속적으로 저주파 진동을 트리거하여 측정 사이트로 쉽게 분산되어 상당한 공명을 

생성하여 누출로 인해 생성 된 유용한 신호를 방해하거나 지배 할 수 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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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근처에 장착 된 고주파 센서는 주로 누출 신호만을 획득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신호는 멀리 떨어진 전파에서 급속한 감쇠로 인해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 BSI 

표준 BS EN 15856에 따르면 금속 물체를 검사 할 때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100 ~ 

300kHz 인 AE 파를 고려하며, 해당 주파수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이론 및 실험적으로 

연구되었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R15I-AST의 공진타입 센서를 선택했다. 이 

센서의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대로 50 ~ 400kHz 대역에서 높은 감도와 150kHz의 

공진 주파수를 제공한다. 선택한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여 Nyquist-Shannon 샘플링 

정리를 충족하기 위해 1MHz의 샘플링 속도를 적용하여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에 계측하였다.

18 bar

13 bar

7 bar

leak

leak

leak

Figure. 4.3. Gas flow rate with 1-mm leak size

실험을 위해 서로 다른 세 가지 압력조건(7, 13, 18 bar)에서 준비한 세 가지 크기의 

구멍을 가지는 볼트(0.3, 0.5, 1 mm)를 이용하여 가스 누출 신호를 계측하였다. Fig. 

4.3 은 1mm 크기의 홀을 가진 볼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유량을 나타낸다. 누출 

현상을 모사하고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 밸브를 먼저 닫아 정상적인 파이프라인 

상태에서 신호를 얻은 다음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 누설 상태를 모사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압력 및 누출 크기에 대해 반복되어 파이프라인의 모든 결합 상태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으며 각 상태별로 2분동안 계측하였다. 즉, 3개의 구멍, 

2개의 상태(noraml/leak) 및 3개의 압력조건으로 인해 18개의 데이터 세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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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이프라인의 특성

선행연구로 부터 주파수 응답에서 감쇠 공식은 아래 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4.1)

여기서 는 생성된 음향방출신호(source signal, 이하 소스)의 크기이고, 는 

센서로 부터 측정된 음향방출 신호의 크기이다. 는 주파수, 는 소스에서 측정 

부위까지 거리, 는 감쇠함수를 의미한다.

음향방출 센서의 작동 주파수 범위가 에서 까지고, 해당 범위에서 등가 폭을 가진 

m개의 서브 밴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고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2)

서브 밴드의 주파수 폭이 충분히 작은 경우 신호의 감쇠 함수를 서브밴드의 주파수로 

간주할 수 있다. 위 식 으부터 각 센서에서 k번째 서브밴드의 신호의 크기는 아래 

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4.3)

여기서 i는 부착된 센서의 번호를 의미하고, 는 누출 지점으로부터 i번째 센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감쇠함수 는 서브 밴드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로 

표기하며 와 에서 0은 원본신호, i는 i번째 센서, k는 k번째 서브밴드를 

의미한다. 스펙트럼 파워는 아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log 
      (4.4)

여기서 와는 i번째 센서에서 취득한 누출 신호의 k번째 서브밴드의 

스펙트럼 파워를 의미하고 는 에서 파생되어 감쇠된 감쇠계수로 아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log (4.5)

위 식에서 k번째 서브밴드의 누출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전력을 아래 공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4.6)

여기서 d는 양 쪽 센서의 중간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4.7)

함수 h를 배관의 상태와 누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수 있는 함수라고 부를 때 

의 변화에 따른 h의 편미분을 위 식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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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여기서   인데 d가 상수이고 는 파이프라인의 재료, 모양 및 구조와 같은 

시스템 매개변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는 원본 누출 신호의 

스펙트럼 전력과 거의 동일한 누출 증상(symptoms)을 표현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식 

3의 에 의한 h함수의 편미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9)

분명히 는 파이프 라인의 어느 곳에서나 누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그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된다.




≠


(4.10)

식 19를 통해 개별 측정 및 누출 신호는 원본 누출 신호의 증상과는 다르게 나타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벡터 양은 단일 채널에서 취득한 신호보다 파이프 

라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서 파이프 라인 

상태 함수 h는 의 다중 변수 함수로 작성될 수 있다.

   (4.11)

여기서 T는 변수 로 구성된 벡터를 의미한다.        

4.4. 알고리즘 검증방법

Short-time 
Fourier transform

Encoding 
spectral envelope

Feature 
extraction & selection

SVM 
classifier training

Encoding 
spectral envelope

AE 
signals

Offline analysis

Online diagnosis scheme

Short-time 
Fourier transform

Feature 
extraction

Leak detection 
and recognition

Normal pipe,
leaking pipe
& leak size

Figure 4.4. Overal framework of leak detection and recognition in gas pipelines

검증 방법으로 AE 신호의 스펙트럼 초상화에서 최상의 시그니처를 찾기 위한 

오프라인 분석 단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SVM 분류기를 훈련시키는 

프로세스, 제안 된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한 온라인 진단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Fig. 

4.4는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전체 프레임 워크를 보여준다.

4.4.1.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이 블록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음향방출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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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는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log (4.12)

여기서 는 단기 주파수 스펙트럼을, 는 스펙트럼 전력을, t와 

τ는시간변수를, f는 주파수 변수, 는 입력 신호, 는 관심 있는 시간간격으로 

이동하는 윈도우를 의미한다. 윈도우를 이동함으로써 단시간 푸리에 변환은 시간에 

따른 주파수 내용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윈도우 함수 의 길이 선택은 

신호의 시간 분해능과 스펙트럼의 주파수 분해능 사이에서 절충된다. 예를 들어, 

스펙트럼에서 작은 해상도가 필요한 경우 윈도우의 길이는 길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4.2. 스펙트럼 포락선 인코딩(Encoding the Spectral Envelope)

섹션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벡터         는 파이프 라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양을 누출 감지 및 인식에 사용한다. 

라는 용어는 부분 대역에서 주파수의 연속 범위 함수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할용하는 경우 최적의 계산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 주어진 필터뱅크를 통해 아래 Fig. 

4.5에서 묘사된 스펙트럼 포락선을 인코딩할 것을 제안한다.

  









 if    or     

    

   if  ≤  ≤   

      

    
if      ≤   

(4.13)

여기서 는 k번째 필터 뱅크를 의미하고 , 그리고 는 Fig. 4.6과 같이 k, 

k+1, k+2번째 필터 뱅크의 시작 주파를 의미한다.

Filter banks

Filter banks

Discrete cosine 
transform

SP1

SP2

ESE+

Average

Average

Figure 4.5. Encoding spectral envelope



제 4 장 실시간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 26

1

H

ffb fefk fk+1 fk+2
0

Figure 4.6. Filter banks

각 필터 뱅크의 출력은 평균 값이고 아래 식과 같다.

    

 




   (4.14)

여기서 는 i번째 채널의 k번째 서브 밴드의 평균 서브밴드 출력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는 아래 식으로 대체된다.

 

 
(4.15)

식 15에서 는 주파수 변수 없이 라는 용어로 대체되는데 모든 서브벤드의 

평균이기 때문이다. 총 m개의 서브 밴드에 대해 는 m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이 벡터는 연속적인 단계에 대한 계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이산 코사인 

변환을 이용하여 압축된다. 따라서 이번 블록의 결과는 인코딩 된 스펙트럼 포락선의 

벡터가 된다. 이 벡터는 파이프 라인의 상태(정상/누수) 뿐만 아니라 누출이 있는 

경우 누출의 심각도(누출 크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준다.

4.4.3. 특징 추출 및 선택

벡터 수량(vector quantity)     (k = 1, 2,…, m)은 파이프 라인 상태 분류에 

사용되기 위한 m개의 첫 번째 집합이다. 또한 벡터 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신호에서 추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특징들을 추출 할 수 있다. 는 주파수 

영역에서 검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징 추출에서 피크 주파수 및 주파수 중심과 

같은 주파수 관련 특징을 포함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표 1에 나열된 특징들을 특징 

풀로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 누출 식별을 위한 특징 벡터는 AT, STD, ABM, RMS 및 

STE로 구성됩니다. 이를 ESE 특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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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명 정의 특징명 정의

Standard deviation(STD) 





  



   Root mean sqaure(RMS) 





  






Absolute mean(ABM) 


  



 Short-time energy(STE) 


  






Table 4.1. Typical ESE features

특징 풀에 중복된 특징이 존재하고 최종 분류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특징 선택은 분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제거하여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고 계산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 선택을 위해 KLD(Kullback-Leibler Distance)알고리즘을 사용했다. 

KLD알고리즘은 두 클래스 간의 분리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 통계적으로 계산된다. 

거리가 멀면 분리 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지와 같은 문제의 

경우 정상 및 누출의 두 상태 만 분류하면 되므로 KL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직접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그러나 누출 인식에는 일반적으로 세 개 이상의 그룹이 

있으므로 특징 순위는 다음과 같이 지정해야한다. 

 


minlog      (4.20)

여기서 , , 그리고 는 각각 KLD, a, b번째 클래스 및 특징 풀의 q번째 

요소에 대한 점수를 의미한다. 식 16은 특징을 선택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가 

높을수록 좋은 특징을 의미한다. 이 제약 조건으로 패턴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는 

최적의 특징 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를 가장 확실히 표현할 수 있다.

4.4.4. SVM 분류기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SVM분류기는 가스 파이프 라인에서 상태 인식을 위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SVM 모델을 적용하여 누출을 감지하고 

파이프 라인 시스템에 누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심각도를 나타낸다. 모델 학습을 

위해 사용한 SVM의 입력으로는 4.4.3에서 선별된 최적의 특징 풀을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4.4.5.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4.4.2에 기록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다. 파이프 

라인의 정상 상태는 직경이 0mm인 누출로 가정한다. 따라서 총 네 가지 

파이프라인의 상태(0, 0.3, 0.5, 1mm)를 모사할 수 있다. 해당 상태에 대한 라벨로 L0, 

L1, L2 및 L3로 기호화 하였다. 또한 배관의 운전 조건으로 7, 13 및 18 b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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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으로 배관을 순환하였으며 각 P1, P2 및 P3로 표기하였다. 취득된 신호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주파수 응답을 갖기 위해 해닝 윈도우를 적용하고 해닝 윈도우는 

서로 50% 중첩될 수 있도록 하여 총 10,000 프레임의 하위 세트를 만들었다. 해닝 

윈도우의 크기는 배관에서 발생한 신호가 양 끝 센서에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선택하였다. 총 10,000개의 포인트에서 30%는 학습, 70%는 분류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작동 주파수가 50~400kHz인 센서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서브 밴드의 폭은 10kHz를 선택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서브밴드의 개수는 m=35개 

가 선택되었다. 선택된 서브밴드의 개수는 허용 가능한 정확도를 얻기에 충분했다.

ESE 특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노이즈가 제거된 시간영역 신호에서 일반적인 

특징들(로컬 평균 분해 분석법에 의해 계산된 REY(root mean sqaure entropy), STD 및 

ABM)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시간영역의 신호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sym17 

웨이블릿 함수와 소프트 범용 임계값을 사용했다. 식 16을 이용하여 각 특징들의 

랭킹을 계산하였으며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Pressure P1 P2 P3

Signal Channel 1
Feature REY STD ABM REY STD ABM REY STD ABM

Score -49.2 -14.3 -55.8 -41.5 -21.3 -8.7 -24.0 -11.1 -19.1

Signal channel 2
Feature REY STD ABM REY STD ABM REY STD ABM

Score -25.1 3.4 3.7 -23.4 3.2 3.9 -20.4 2.8 3.2

Table 4.2. Conventional feature scores based on LK distance under various 

pressures

Pressure P1

Feature AT1 AT2 AT3 AT4 AT5 AT6 AT7 AT8 AT9 AT10 AT11 AT12 AT13
Score 33.2 6.4 -2.4 -12.4 -6.2 -1.7 -2.0 -8.3 -9.2 -15.7 -6.0 -5.7 -7.0

Feature AT14 AT15 AT16 AT17 AT18 AT19 AT20 AT21 AT22 AT23 AT24 AT25 AT26
Score -8.4 -17.7 -13.4 -21.8 -6.9 -5.8 -6.1 -12.4 -8.2 -6.2 -12.8 -16.4 -19.2

Feature AT27 AT28 AT29 AT30 AT31 AT32 AT33 AT34 AT35 STD RMS ABM STE

Score -27.7 -15.3 -23.6 -8.9 -16.6 -24.1 -19.6 -18.4 -20.7 3.9 -18.7 3.8 91.8

Pressure P2

Feature AT1 AT2 AT3 AT4 AT5 AT6 AT7 AT8 AT9 AT10 AT11 AT12 AT13
Score 26.5 5.2 -2.8 -12.2 -3.9 -6.8 -8.0 -9.1 -14.0 -7.6 -18.9 -11.0 -5.9

Feature AT14 AT15 AT16 AT17 AT18 AT19 AT20 AT21 AT22 AT23 AT24 AT25 AT26
Score -7.7 -13.9 -14.0 -20.2 -13.0 -4.9 -17.6 -7.7 -10.9 -10.8 -17.7 -17.5 -20.1

Feature AT27 AT28 AT29 AT30 AT31 AT32 AT33 AT34 AT35 STD RMS ABM STE

Score -28.5 -25.0 -.1 -14.5 -17.8 -22.9 -19.8 -16.7 -22.2 -0.4 -16.2 -0.5 85.7

Pressure P3

Feature AT1 AT2 AT3 AT4 AT5 AT6 AT7 AT8 AT9 AT10 AT11 AT12 AT13
Score 24.7 4.9 -0.3 -14.0 -2.2 -11.6 -15.4 -11.0 -19.2 -12.6 -14.6 -15.7 -27.6

Feature AT14 AT15 AT16 AT17 AT18 AT19 AT20 AT21 AT22 AT23 AT24 AT25 AT26
Score -10.0 -18.5 -13.7 -12.1 -12.5 -20.5 -14.5 -19.6 -19.5 -9.5 -24.0 -19.1 -18.8

Feature AT27 AT28 AT29 AT30 AT31 AT32 AT33 AT34 AT35 STD RMS ABM STE

Score -27.9 -25.4 -18.5 -14.6 -16.2 -25.9 -30.4 -24.7 -19.9 -0.8 -17.3 -1.1 83.5

Table 4.3. ESE feature scores based on LK distance under various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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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주어진 압력 조건에서 두 신호 채널 간의 특징 점수의 유의 한 차이를 

보여준다. 신호 채널 1의 신호 채널 2보다 훨씬 점수가 낮다. 이런 현상은 섹션 

4.4.3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호의 감쇠함수 때문이다. 즉 센서 1에서 누출까지의 

거리가 센서 2에서 누출까지의 거리보다 멀기 때문이다. 누출신호에 대한 감쇠는 

센서 2에 비해 센서 1에서 크게 낮아진다. 이것은 아래 Fig. 4.7에서 볼 수 있다. Fig. 

4.7 에서 2번 채널의 RMS (root mean square)는 0.015이고 1번 채널의 RMS값은 

0.005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파수 스펙트럼 또한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번 

채널의 피크 주파수는 약 111kHz 인 반면 1번 채널의 피크 주파수는 약 73kHz다. 

결과적으로 분류기는 단일 채널에서만 추출 된 특징으로 학습될 경우 충분한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RMS = 0.005

RMS = 0.015

Peak frequency

Peak frequency

Figure 4.7. Signal channel plotting in time and frequency domains with the 

L1 leak in the P1 pressure condition

Fig. 4.8은 3차원 공간에서 Li 패턴 분포를 나타내며, 기존 특징들을 이용했을 때 1번 

채널보다 2번 채널이 더욱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L0패턴과 L1패턴은 1번 채널에서 

많은 부분이 겹친다. 이는 L1 패턴의 누출 규모가 0.3mm의 매우 작은 구멍 크기로 

발생하는 신호 역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기가 작은 신호는 신호의 감쇠 때문에 

많은 정보가 누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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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8. Scatter plot of pattern based on the three conventional 

features extracted from two individual signal channels under 

various pressures. (a) AE sensor 1, (b) AE sensor 2

표 3에서 결정된 가장 차별적인 세 가지 ESE 특징은 T1, T2 및 STE이다. 예를 들어 

표 3의 P2조건에서 STE(85.7)점은 표 2의 2번 채널 및 P2 조건에서 선택될 수 있는 

ABM(3.9)와 비교하여 21배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ESE특징은 기존 특징들보다 더 

명확하게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아래 Fig. 4.9는 ESE특징들 중 가장 점수가 높은 

3개의 특징으로 Li패턴의 분포를 그려본 것이다. Fig. 4.9에서 패턴에 대한 분류 

정도가 Fig. 4.8보다 더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9. Scatter plot of patterns based on the three most discriminative 

ESE features under various pressures

기존 특징과 가장 차별적인 세 가지 ESE 특징으로 훈련된 SVM 분류기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면 기존 특징들과 비교해 ESE 특징의 효율성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10과 Fig. 4.11은 테스트 프레임을 사용하여 두 기능 그룹에 

의해 각각 훈련 된 SVM 분류기를 테스트할 때의 분류 결과를 보여줍니다. Fig. 4.10 

(b)는 분류기의 절대 정확도가 Fig. 4.11과 유사함을 나타내지 만, Fig. 4.10 (a)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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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조건에서 더 낮은 분류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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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P3

P1 P2 P3

Figure. 4.10. Confusion matrix of SVM classifiers trained by the three 

conventional features extracted from signal channels 1 and 2 

under various pressures. (a) AE sensor 1, (b) AE sensor 2.

P1 P2 P3

Figure. 4.11. Confusion matrix of SVM classifiers trained by the three most 

discriminative ESE features under various pressures.

4.5. 결론

가스 파이프 라인에서 누출 감지 및 인식을 위해 음향 방출 신호의 스펙트럼 

초상화를 특성화하는 벡터량에서 추출 된 특징과 SVM 분류기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벡터량은 파이프 라인 양 끝에 설치된 두 개의 센서 채널로 부터 획득 

된 신호에 주파수 영역의 파동 전파 모델을 적용한 스펙트럼 전력을 적용하여 추정 

되었다. 스펙트럼 전력 엔벨로프를 인코딩하기 위해 센서의 작동 주파수 범위에 따라 

주파수 스펙트럼을 하위 대역으로 나눴다. 서브 밴드의 폭은 신호의 감쇠 기능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고정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좁아서 서브 밴드에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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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량을 쉽게 추정 할 수 있었다. 인코딩 된 스펙트럼 엔벨로프 특성을 사용한 패턴 

분리 성은 단일 채널을 이용한 패턴 분리 성능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인코딩 된 

스펙트럼 포락선의 특징들과 기존 특징들을 이용하여 Kullback-Leibler Distance를 

적용하였을 때 기존 특징들의 거리 값보다 인코딩 된 스펙트럼 포락선의 특징들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특징들을 사용한 분류 성능은 특히 

저압 조건에서 센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세 누출의 경우 성능이 크게 저하 되었다. 

하지만 제안 한 방법에서는 두 채널의 조합을 통해 파동 감쇠로 인해 누락된 정보를 

상호 보완 할 수 있으므로 누출 분류기를 훈련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을 

반환하기 때문에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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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음향방출 기술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미세 누출 검출법

5.1. 소개

  수도관 시스템은 일상생활과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수도관 

시스템의 누수는 재정적 손실, 자원 낭비 및 주변 시설의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십 년 전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파이프라인의 누수를 

조기에 감지하는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파이프라인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사용되며 최근 음향방출 기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13, 14, 34, 35] 음향방출 센서는 유량계, 수중 청음기 및 

가속도계와 같은 다른 유형의 센서보다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결함 징후와 관련하여 

더 높은 감도를 제공하여 미세규모의 누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 진단을 위해 다양한 음향방출 기반 알고리즘이 선행되어 

개발되었다. [36-40]

  진단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기존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음향방출 신호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학적 방정식에서 직접 결함 탐지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36, 37]에서와 같이 이미 계측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하는 데이터 기반 결함 탐지 모델이 제안되었다. [36, 37]의 알고리즘은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지만, 분류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특징을 음향방출 신호에서 직접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환경 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 성능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분류 기의 성능이 유량이나 압력과 같은 정량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만든다. 

[41, 42] 또한 음향방출 기술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실제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음향방출 신호의 측정은 서로 다른 신호 

레벨을 가지므로 절대 레벨 기반(absolute level-based) 모델은 신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분류기의 학습을 위해 다양한 조건, 

충분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데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거나 엄청나게 복잡해질 경우 모든 경우를 모사할 수 없으므로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레벨과 독립적인 수치를 계산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획득한 분류 모델은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으로 

파이프 라인의 작은 누출을 감지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 본 논문에서 Fig. 5.1에 그려진 것처럼 물이 흐르는 파이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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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사용한다. 파이프라인 시스템에는 세 개의 음향방출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각 센서 사이의 거리는 부착 후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및 기록했다. 정상이나 누수 

상태를 모사하기 위해 배관의 표면에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고 너트를 

용접하여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볼트에는 미세 구멍을 뚫어 누수 현상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볼트에 밸브를 추가로 설치하여 열거나 닫음으로써 

정상 또는 누수 상태를 원하는 시점에 모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스템이 정상 

상태에서(벨브가 닫힘) 작동할 때 모든 센서 신호의 레벨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이때 

2번 센서와 3번 센서 사이에 작은 누출이 발생하면 누출 신호로 인해 신호의 레벨 

균형이 무너지며 2번 센서가 1번 센서보다 누출 지점에 더 가까우므로 1번 및 2번 

채널 사이에서 신호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는 [43-45]의 파동 감쇠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균형/불균형 상태 신호의 크기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 누출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신호의 크기는 누출상태 신호 대 

정상상태 잡음 비율과 파동 전파의 감쇠 법칙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특성은 4.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균형/불균형 기반 접근 방식의 장점을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Kullback- 

Leibler 거리 이론 [46]을 사용하여 다양한 실험에서 두 클래스 {‘정상(NORMAL)’, 

‘비정상(ABNORMAL)’} 사이의 분리성을 측정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상태 분류를 위해 K-Nearest Neighbor 모델을 적용했다. KNN 분류기는 음향방출 

신호에서 직접 추출한 특징을 사용하는 것과 균형/불균형 크기에서 추출한 특성을 

사용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훈련된다. 두 분류 모델은 실험실 수준의 데이터 

세트에 의해 학습되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테스트 된다. 

또한 가우스 잡음을 음향방출 신호에 추가하여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학습된 

분류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제 5 장 파이프상태 진단 알고리즘 35

5.2. 데이터 취득 환경

5.2.1. 4인치 배관 테스트베드

Figure 5.1. Data acquisition setup (4inch pipeline system)

  Fig. 5.1은 수도관 시스템으로부터 정상 또는 누수 상태의 음향방출 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성을 보여준다. 센서 설치 후 각 요소의 위치 정보는 

아래 Table 1에 정리했다.

No Parameter Detail

1 Distance from Sensor 2 to Sensor 3 (D) 2000[mm]

2 Distance from Sensor 2 to Sensor 1 (d) 1000[mm]
3 Distance from Sensor 2 to Leak (d2) 900[mm]

4 Distance from Sensor 3 to Leak (d3) 1100[mm]
5 Thickness of pipeline 6.02[mm]

6 Quter diameter of pipeline 114.3[mm]
7 Material of pipeline Stainless steel 304

Table 5.1. Experimental parameters

  실험을 위해 서로 다른 네 개의 구멍을 볼트에 가공하였으며 이를 각각 L1(2.0mm), 

L2(1.0mm), L3(0.5mm), L4(0.3mm)로 가정한다. 배관에 흐르는 유체는 순수한 물을 

사용했으며 3가지 압력 P1(7bar), P2(13bar), P3(18bar) 조건으로 운전하였으며, 약 

29℃의 안정된 온도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5.2.2. 음향방출 센서

  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음향방출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 고감도이면서 저주파 

제거가 가능한 PAC사의 R15I-AST 센서를 사용하였다. 센서의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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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ameter Value
1 Peak sensitivity, ref [V/(m/s)] 109[dB]

2 Peak sensitivity, ref [V/ubar] -22[dB]
3 Operating freuqency range 50-400[kHz]

4 Resonant frequency, ref [V/(m/s)] 75[kHz]

5 Resonant frequency, ref [V/ubar] 150[kHz]
6 Directionality ±1.5[dB]

7 Temperature range -35 to 75[℃]

Table 5.2. Operating specification of R15I-AST

5.2.3. 데이터 계측

  누수 상태 모사 테스트베드에서 밸브를 열거나 닫는 행위를 통해 배관의 누수상태 

혹은 정상상태를 모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쌍의 {압력, 누출 규모} ({P, L}) 

조합에 대한 데이터는 물의 흐름이 안정된 후 1 MHz의 샘플링 주파수로 2분 동안 

음향방출 신호를 계측했다. 따라서 실험 조건에서 3개의 채널에 대한 총 72개의 

데이터 세트(채널의 수(3) x 압력의 종류(3) x 누출의 규모(4) x 배관의 상태(2, 정상 

및 비정상))를 얻을 수 있다. Fig. 5.2는 세 가지 압력 조건(P1-P3)에서 L3(0.5mm) 

상태의 누출에 대한 2번 채널의 음향방출 신호를 보여준다. 

Figure 5.2. AE signals on channel 2 for leak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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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세 핀홀 검출 방법

  누출에 의한 음향방출 신호를 수학적 크기(또는 양)와 연관시키기 위해 Fig. 5.1의 

실험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5.3.1. 누출 현상의 증상

  음향방출 신호의 소스는 정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에 항상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외관에 부딪히는 흐름의 입자 또는 펌프와 같은 기계적 소스 

또는 파이프 라인 내부 유체의 소용돌이에서 압력 펄스로 인해 발생하는 유압 소스 

등이 있다. [41] ni(i=1,2)가 정상 상태에서 센서 1,2에 의해 계측된 음향방출 신호라고 

가정하고, 평균과 분산이 역시 각각 0 및 N1≈N2≈N> 0이라고 가정한다. 테스트 

파이프라인에 작은 누출이 발생하면 누출 주변의 흐름에 작은 방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스템에 새로운 음향방출 소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ni는 배경 소음(back- 

ground noise)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누출 신호 소스와 관련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 

시점에서 센서의 음향방출 신호 측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zi = si + ni (i = 1,2) 

여기서 si는 i번째 센서가 감지한 음향방출 신호를 의미한다. zi 및 si의 분산을 각각 Zi

및 Si로 표기한다. ni와 si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 Zi = Si + N로 나타낼 수 

있다.

g = Z2 /Z1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4.1)

  만약 배경 잡음 ni (i=1, 2)가 대역 제한 백색 잡음(bandlimited white noise)인 경우 

분산은 항상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N이 된다. 다음으로, 주파수 ω에서 배경 잡음 ni 

와 누출 신호 si (i =1, 2)로 구성된 측정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누설 소음의 

스펙트럼은 광대역 주파수 범위를 나타내지만 모든 구성 요소는 누출 현상에 대해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45]에 쓰여진 멱 법칙(power raw)의 음향방출신호 감쇠 특성에서 S1과 

S2는 아래 식 4.2와 관련이 있다.

  
  (4.2)

여기에서 α=α(ω)는 주파수에 따른 전파의 감쇠계수를 의미하고 d는 센서 1과 2 

사이의 거리이며 Si (i = 1, 2)는 주파수 ω에서 처리된 누출 신호를 의미한다.

  식 4.2를 식 4.1에 대입하고 S2/N(주파수 ω에서 2번 채널에 의해 측정된 신호 대 

잡음비)을 r로 축약한 후 β=e-αd로 기호화하면 식 4.1은 아래 식 4.3과 같이 표현할 수 



제 5 장 파이프상태 진단 알고리즘 38

있다.

  

 
(4.3)

다음으로, r에 따라 g의 편미분을 취하면 아래 식 4.4가 된다.




 

  
(4.4)

왜냐하면, 0<d<1에 대해 0<β<∞이므로 ∂g/∂r>0가 된다. 결과적으로 g(r)은 r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다. 만약 r1≠r2이면 g(r1)≠g(r2)이 된다. 당연히 정상 상태는 

모든 주파수 ω에서 r=0이고 비정상 상태는 항상 r≠0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g(r) 함수는 누출 감지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Fig. 5.3은 특정 주파수에서 서로 다른 

β 값을 갖는 r에 대한 g(r)의 의존성을 나타낸다. r이 증가하면 모든 g(r)곡선이 정상 

상태에서 증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Figure 5.3. The dependence of g(r) on r with different β at frequency ω

5.3.2. 누출 현상에서 g(r)의 견고성

  이 섹션에서는 배경 소음이 증가 할 때 함수 g(r)를 사용하여 누출 징후의 신뢰성을 

조사한다. 신호에서 노이즈 증가 현상을 모방하기 위해 측정된 신호에 가우스 

노이즈를 추가하였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ΔN인 노이즈 Δn이 배경 노이즈에 

추가되고 이때 누출 신호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배경 잡음 n은 n′= 

n + Δn으로 대체된다. 분산은 N′= N + ΔN이고 r은 r′= S2/N′로 대체된다. 

아래 식 4.5를 두면 두 변수 (r, γ)의 함수인 식 4.6이 생성된다. 

 ∆ (4.5)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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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에 대한 r′의 편미분을 고려하면 아래 식 4.7과 같고,



′
  


(4.7)

이때 함수 g는 다음 식 4.8로 대체된다. 

′ ′    ′

   
(4.8)

γ에 따른 편미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4.9)

0<β<1일 때 ∂g′/∂γ<0 조건을 만족한다 즉 g′는 γ 이 증가 할 때 감소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경 노이즈가 높을수록 g′의 판별 품질이 낮아지게 된다. 이 특성은 r′과 

유사하다. 그러나 g′의 감소가 r′의 감소보다 작으므로 g′는 r′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 ∆와

′ ∆로 줄이고 ∆와 ∆의 비율을 사용하면 다음 식 4.10이 

생성된다. 

∆

∆
     

 

(4.10)

당연히 식 4.10의 매개 변수 β가 적절하게 선택되면 ∆

∆
≪  ∀조건을 만족한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γ이 증가할 때 g(r′)는 r′보다 느리게 변한다. 배경 노이즈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변수 r′은 누출 판별 한계를 빠르게 초과하는 반면 함수 g(r′)는 

여전히 충분한 차별화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3.3. 누수 검출 절차

  방금 설명한 누출 감지를 위한 함수 g(r)의 장점을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파이프라인에서 작은 누출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 5.4는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g(r) 함수 기반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누출 

감지를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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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Leak detection procedures  

  실험에서 센서 1, 2, 3의 음향방출 신호는 프레임 워크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g(r)-구성 블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음향방출 

신호를 프레임으로 분할 한 후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특징 추출 

블록으로 이동하고, g(r)기반 방법의 경우 g(r)-구성 블록으로 전달된 이후 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5.3.3.1. Frame division block

  수신 된 AE 신호는 프레임 분할 블록에 의해 일련의 신호 프레임으로 분리된다. 

음향방출 신호는 누출 지점에서 센서까지 파이프라인의 서로 다른 거리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도착이 지연되어 프레임 인덱스에서 동시에 검사 할 때 센서 채널의 

신호 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검출 단계에서는 누출 위치가 

불분명하고 센서에 도달하는 시간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합리적인 프레임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Fig. 5.5는 두 신호 s1 및 s2의 예를 

사용하여 프레임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Fig. 5.5에서 Δtlag 및 Δtframe는 

각각 두 신호의 지연 시간 및 프레임 크기 (시간 기준)를 의미한다. 지연 시간의 

존재로 인해 신호 s1의 지연 부분은 이미 s2의 프레임 (i-1)에서 전파 되었기 때문에 

동일 한 프레임 인덱스 I에 있는 신호 s2의 어떤 부분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프레임 크기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4.11)

여기서는 text는 프레임 크기를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분명히, text가 더 클수록 

지연이 작아지므로 상관관계에 대한 지연의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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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Frame division dependent on lag time

  다음으로 매개 변수 Δtlag가 계산된다. 파이프 라인에서 누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누출은 테스트 파이프라인 내 어딘가에 존재한다. 이 조건에서 다음 

솔루션은 최대 지연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값은 적절한 프레임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 

  
(4.12)

식 4.12에서 C는 소리의 속도를 의미한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 [47]은 [48]을 

참조하여 방정식을 제공했다.

  


 









(4.13)

              (4.14)

식 4.14에는 파이프라인 내부 매체의 체적 압축률 계수 K와 액체 밀도 ρ가 있다. e와 

Dp는 각각 파이프의 두께와 내경을 의미한다. ψ는 파이프의 지지 조건과 관련된 

요소이다. 그리고 u는 Poisson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레임 크기는 식 4.15와 같이 계산된다.

    ∆ (4.15)

 ∆


(4.16)

식 4.16에서 ξ는 잔여 시간(text)과 비교하여 지연된 부분을 작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한다.

5.3.3.2. g(r)-Construction block

  4.3.1 절의 g(r)함수는 누출 신호의 한 주파수에 대한 분산을 나누어 공식화한다. 이 

섹션에서 g(r)는 모든 음향방출 주파수에서 2번 센서와 1번 센서의 측정 진폭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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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로 구성된다.

Figure 5.6. g(r)-Construction

Fig. 5.6에서 시간영역의 신호는 FFT (고속 푸리에 변환) 블록에 의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며, 모든 주파수에 대한 나눗셈의 구성 요소로 진폭만을 사용한다. 

이후 로그함수를 거쳐 누출 증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신호인 g(r)을 

얻는다.

5.3.3.3. Feature Extraction

No Feature Definition Abbreviation

1 Root mean square 



  




 RMS

2 Short time energy 
  




 STE

3 Average amplitude 
  



 AVA

Table 5.3. Typical features

  본 논문에서 Table. 5.3에 표시된 세 가지 특징은 음향방출 센서를 직접 사용한 

방법과 g(r)기반 방법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세 가지 특징들은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시간영역이든 주파수 영역이든 그것들을 추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해당 블록은 두 방법 모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법을 구별 할 필요가 없다.

5.3.3.4. Classification

  KNN은 진단에서 클래스를 식별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커널 함수이다. KNN의 

이론은 [46, 49]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KNN 기반 분류기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 내에서 두 상태 {‘NORMAL’, ‘ABNORMAL’}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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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실험결과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과 g(r) 기반 접근 방법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세트 매개 변수가 Table 4에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P는 압력 {P1, P2, P3} 중 

하나이고 L은 { 2.1 항에 정의 된 L1, L2, L3, L4} 누출 중 하나다. 

Parameters Training Testing

Sample frequency [MHz] 1 1

Window type Hamming Hamming

Window size[points] 2000 2000

Overlapping of window 50% 50%

{P, L, ‘NORMAL’}[Frame] 200 2500

{P, L, ‘ABNORMAL’}[Frame] 200 2500

Table 5.4. Dataset parameters

  AE 신호가 프레임으로 분할된 후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특징 

추출 블록으로, 다른 방법에서는 g(r)-구성 블록으로 전달된다. Fig. 5.7은 전체 시간 

동안 쌍 (P1, L1)의 음향방출 신호를 보여주며, Fig. 5.8은 프레임 인덱스의 신호를 

보여준다.

Figure 5.7. Datasets of the pair(P1,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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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A frame of datasets of the pair (P1, L1)

g(r)-구성 블록은 1번과 2번 채널의 신호를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 

한 다음 분할 한다. Fig. 5.9는 정상 g(r)이 0 부근에서 변동하고 비정상 g(r)은 다양한 

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g(r)의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Figure 5.9. A frame of g(r) for datasets of the pair(P1, L1)

5.4.1.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 한 g(r) 기반 접근법의 효과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 한 g(r) 기반 접근법의 효과는 특징을 

사용하는 3D 공간에서의 상태 산란과 둘 사이의 KL (Kullback-Leibler) 거리 [46]에 

의존하는 분리성 비교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클래스 { 

'NORMAL', 'ABNORMAL'}. KL 거리는 다음과 같다. 

     (20)

  ∣ln∣

∣
(21)

  ∣l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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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1, w2은 두 클래스 {‘NORMAL’,‘ABNORMAL’}이고 x=[x1,x2,...,x3]
T은 데이터 

프레임 n 개의 특징이고 p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한다.

Fig. 5.10, 5.11, 5.12 및 5.13은 두 방법에서 각각 추출 된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상태 

산란을 보여줍니다. 

Figure 5.10. State scattering based on features extracted from the AE Signal on 

channel 1(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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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1. State scattering based on features extracted from the AE Signal on 

channel 2(CH2)

Figure 5.12. State scattering based on features extracted from the AE Signal on 

channel 3(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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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3. State scattering based on features extracted from g(r)

  Table 5는 각 압력, 누출 (P, L) 값 쌍에 대한 KL 거리를 보여준다. KL 거리는 

특징에 따라 다르며 그 값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데모를 

위해 거리를 dB로 변환하는 로그 계산을 사용했다. 분명히 음향방출 신호에서 직접 

추출한 특징에 기반한 KL 거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반면 g(r)을 통해 추출한 

특성을 사용하여 계산된 KL 거리는 다양한 조건에서 각 특성 유형에 대해 일정 값 

주변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값은 g(r) 기반 접근 방식의 등급 

분리성이 신호를 직접 사용한 방식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다. 상태 산란 및 KL 

거리에서 g(r) 기반 접근 방식이 신호를 직접 사용한 접근 방식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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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CH1 CH2 CH3 g(r)

RMS STE AVA RMS STE AVA RMS STE AVA RMS STE AVA

P1 L1 11 1 16 1 22 -10 8 25 2 59 112 60

P1 L2 9 -1 14 11 42 5 16 44 11 63 118 63

P1 L3 -6 13 2 3 34 -6 8 35 4 70 109 70

P1 L4 -2 6 5 11 44 6 17 46 12 63 110 63

P2 L1 0 24 -11 12 42 8 16 42 12 70 102 71

P2 L2 2 36 -7 15 58 11 21 61 17 73 104 73

P2 L3 3 29 -4 24 65 20 29 67 25 60 116 60

P2 L4 4 33 -2 13 49 8 18 51 14 68 110 68

P3 L1 14 48 10 23 64 19 27 65 23 72 101 73

P3 L2 10 48 5 17 62 12 22 65 18 76 99 77

P3 L3 7 -3 11 5 36 0 9 35 4 73 107 74

P3 L4 6 37 1 12 48 8 19 52 15 69 108 70

MEAN 5 23 3 12 47 7 18 49 13 68 108 69

Table 5.5. Kullback-Leibler distances in [dB](dkl[dB] = 10*log10(dkl))

5.4.2. 분류 학습 및 테스트

5.4.2.1. 학습

  본 논문에서는 압력 및 누출 {P, L} 쌍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분류기를 학습한다. Table 6은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테스트한 분류기와 

정확성을 보여준다. Table 6의 P4 열은 모든 압력 및 누출이 있는 데이터 세트의 

조합을 의미한다. 

Direct AE-based g(r)-based

P1 P2 P3 P4 P1 P2 P3 P4

L1 97.50 100.0 100.0

99.00

98.80 100.0 100.0

100.0
L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5.6. Trained classifiers and their accuracy(%)

Table 6은 두 방법 모두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다음 섹션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하면 성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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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교차 테스트

  이전 섹션에서는 각 방법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g(r) 기반)에 대한 각 쌍 

{Pi, Lj}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12 개의 분류기를 훈련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Pm, Ln} 조건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테스트한다. 여기서 

i,m,j,n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i,m∈{1, 2, 3}, j,n∈{1, 2, 3, 4}. 테스트의 목적은 

학습이 일부 데이터 세트만 사용하여 수행되는 경우 각 접근 방식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 Table 7은 이 테스트의 결과를 보여준다. 각 테이블에서 

학습된 분류자는 열에 기호화되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는 행에 나열된다.

Direct AE-based g(r)-based

P1 P2 P3 P1 P2 P3

L1

P1 98.55 69.64 62.66 99.78 99.82 99.82

P2 99.54 99.98 65.85 99.82 99.88 99.88

P3 96.71 99.94 100.0 99.88 99.82 99.80

L2

P1 99.88 100.0 64.45 99.98 99.76 99.76

P2 98.23 99.86 100.0 100.0 99.88 99.86

P3 99.76 100.0 100.0 99.98 99.96 99.96

L3

P1 100.0 100.0 62.91 99.96 99.90 99.88

P2 99.42 99.96 67.25 100.0 99.82 99.82

P3 99.32 99.98 82.05 99.76 99.82 99.84

L4

P1 99.96 64.27 62.94 99.98 99.90 99.88

P2 99.80 99.94 63.18 99.94 99.96 99.94

P3 99.70 99.94 63.83 99.19 99.84 99.84

MEAN
99.24 94.46 74.59 99.86 99.86 99.86

89.43 99.86

Table 5.7. Accuracy(%) of classifiers trained with leak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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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AE-based g(r)-based

P1 P2 P3 P1 P2 P3

LS1

P1 65.77 62.54 00.00 86.92 99.54 99.90

P2 100.0 63.25 62.69 62.91 99.52 99.92

P3 100.0 77.53 64.53 62.65 99.58 99.92

LS2

P1 100.0 62.65 62.51 100.0 99.98 99.84

P2 99.94 100.0 99.36 70.40 100.0 99.92

P3 100.0 100.0 100.0 63.00 99.96 99.98

LS3

P1 100.0 62.58 62.53 98.33 99.88 99.92

P2 99.96 64.15 62.91 98.06 100.0 99.92

P3 100.0 62.99 62.74 98.06 99.64 99.74

LS4

P1 63.97 62.58 00.00 64.73 99.94 99.98

P2 99.98 62.74 62.58 98.56 99.84 99.96

P3 99.96 63.04 62.68 95.72 98.95 99.52

MEAN
94.13 70.34 58.54 83.28 99.74 99.88

74.34 94.30

Table 5.8. Accuracy(%) of classifiers trained with leak L2 

Direct AE-based g(r)-based

P1 P2 P3 P1 P2 P3

LS1

P1 70.51 73.06 63.19 97.96 95.10 97.83

P2 99.98 99.96 76.28 81.45 66.99 79.70

P3 99.92 99.88 100.0 76.79 64.07 74.84

LS2

P1 100.0 100.0 99.82 99.98 100.0 99.98

P2 99.86 99.80 100.0 99.90 99.64 99.88

P3 100.0 100.0 100.0 98.95 78.53 98.64

LS3

P1 100.0 100.0 63.87 99.32 99.07 99.30

P2 99.96 99.96 72.89 99.98 99.70 99.96

P3 99.98 99.96 100.0 99.21 98.85 99.13

LS4

P1 64.34 64.60 63.52 98.50 92.05 98.42

P2 99.94 99.92 100.0 99.52 99.27 99.50

P3 99.94 99.94 80.45 97.83 97.35 97.79

MEAN
94.54 94.76 85.00 95.78 90.89 95.41

91.43 94.03

Table 5.9. Accuracy(%) of classifiers trained with leak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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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AE-based g(r)-based

P1 P2 P3 P1 P2 P3

LS1

P1 97.00 63.79 67.29 99.78 98.08 98.33

P2 99.72 99.52 100.0 99.88 82.62 86.62

P3 97.60 100.0 99.98 99.96 77.92 82.90

LS2

P1 99.94 100.0 100.0 99.98 99.98 99.98

P2 98.64 100.0 99.94 100.0 99.90 99.94

P3 99.86 100.0 100.0 99.98 99.03 99.36

LS3

P1 100.0 98.62 100.0 99.98 99.32 99.42

P2 99.62 88.80 99.98 100.0 99.98 100.0

P3 99.56 100.0 100.0 99.78 99.21 99.23

LS4

P1 99.96 63.72 64.06 100.0 98.52 98.93

P2 99.80 100.0 99.94 99.96 99.54 99.60

P3 99.80 99.44 99.94 99.30 97.87 97.96

MEAN
99.29 92.82 94.26 99.88 96.00 96.86

95.46 97.58

Table 5.10. Accuracy(%) of classifiers trained with leak L4 

표 7, 8, 9, 10에서는 훈련 데이터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가 같을 때 분류 

정확도가 100% 또는 거의 100%에 가까운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테스트 조건이 훈련 조건과 다른 경우 정확도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며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할 때 오 분류가 발생했다. Table 8에서 00.00%의 정확도는 오 

분류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g(r) 기반 접근 방식은 여전히 오 분류 

없이 누출을 안정적으로 분류했다. 또한 g(r) 기반 접근 방식의 평균 정확도는 모든 

테스트에서 음향방출신호를 직접 사용했을 때보다 정확도보다 높았다.

5.4.2.3.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통한 학습 모델의 분류 성능 테스트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파이프라인의 결함을 감지하려면 다양한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많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의존하는 분류기를 학습시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해야 한다. 섹션 4.2.1 Table 6에서 P4 조건에 의한 모델은 배관의 다양한 운전 

조건을 모두 취합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직접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했을 때와 

g(r) 기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학습한 분류 모델을 생성했었다. Table 11은 해당 

모든 데이터를 함께 학습시킨 분류 모델의 분류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각 쌍 {P, L}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때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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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AE-based g(r)-based

P1 P2 P3 P1 P2 P3

L1 96.49 99.72 97.75 99.94 100.0 100.0

L2 99.96 98.76 99.88 99.90 100.0 100.0

L3 100.0 99.66 99.64 100.0 99.92 99.96

L4 99.96 99.80 99.80 100.0 100.0 99.90

MEAN
99.10 99.48 99.27 99.96 99.98 99.97

99.28 99.97

Table 5.11. Accuracy(%) of classifiers trained by combined datasets

Table 11의 평균 정확도는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했을 때와 g(r)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해 각각 99.28 및 99.97의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 세트로 학습된 모델은 

다양한 조건에서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g(r) 기반 방법은 적은 수의 

훈련 데이터 세트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 때문에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한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는 Table 7, 8, 9, 10, 11의 결과를 비교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5.4.2.4.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모델 성능 실험

  제안 알고리즘의 견고성(robustness)을 평가하기 위해 섹션 4.3.2에서 언급했듯이 

취득된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다. ‘NORMAL’ 상태의 신호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면 음향방출 신호에서 노이즈로 정의된 배경 노이즈의 크기가 

올라간다. 실제로 센서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장착되기 때문에 분산 측정값이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곱샘 비를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추가하기 위해 추가 된 노이즈의 양을 

채널별로 적절하게 제어했다. 이 섹션에서 매개 변수 γ는 추가된 노이즈의 크기로 3 

개의 음향방출 센서의 각 채널에 대해 dB 단위로 표시된다. Fig. 14는 γ = 0 dB 인 

노이즈를 2번 채널에 추가하기 전후의 신호를 보여준다.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를 

세션 4.4.2.3에 생성한 모델을 분류기로 사용하여 분류 성능을 계산했다. 분류 성능의 

정확도는 Table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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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4. AE on channel 2 before/after adding noise

γ[dB]
Model

Direct AE-based g(r)-based

-30 99.28 99.97

-20 99.28 99.97

-10 99.28 99.97

-5 99.25 99.96

0 99.08 99.83

5 00.00 98.46

10 94.38

15 88.83

20 76.90

25 70.74

30 66.96

35 00.00

Table 5.12. Accuracy(%) with added noise

Table 12는 γ가 작을 경우 두 방법의 정확도가 Table 11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γ가 증가하면 두 접근법의 정확도가 감소하고 특정 값에서 분류를 보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추가 된 노이즈가 5dB에 도달하면 

분류에 실패하는 반면 g(r) 기반 방법은 γ가 35dB에 도달 할 때까지 작동한다. 

따라서 g(r) 기반 접근 방식은 음향방출 신호를 직접 사용할 때 보다 더 신뢰성 있게 

미세 누출을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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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결론

음향방출 기반 기술은 파이프 라인 진단에 있어 다른 비파괴 검사보다 높은 정확도로 

조기 결함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음향방출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계측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분류기를 학습하고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분류기 학습을 위해 음향반출 신호에서 직접 특징을 추출하는데 의존하는 

경우 추출된 특징 데이터가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논문은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전처리 함수인 g(r)의 사용을 제안한다. 이 전처리 함수는 파이프 라인에서 

발생한 음향방출 신호에 감쇠 방정식을 적용하여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전처리 함수 

g(r)는 누출 상태의 징후를 원본 신호를 직접 사용하는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더욱 

안정적이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g(r) 기반 접근 방식이 직접 AE 기반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더 높은 신뢰성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r) 함수를 적용할 

경우 노이즈에 대한 영향이 낮기 때문에 배관의 누수를 탐지하는데 있어 신뢰성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고 더욱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신호 

프레임을 분할 할 때 적절한 윈도우의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윈도우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음파의 속도를 사용하여 센서 채널의 신호 사이에 가능한 

최대 지연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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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배관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음향방출기술을 적용한 누설 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들은 데이터 계측, 신호 전처리, 특징 추출, 

특징 선택, 데이터 모델 학습 및 인식 단계로 구성했으며 각 구성요소중 일부를 

수정하여 분류 성능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첫 번째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특징 선택 알고리즘의 하나인 DET(distance 

evaluation technique)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EDET(Enhanced DET)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기존의 DET 알고리즘은 클래스 내(Inter 

class) 평균 밀도와 클래스 간(intra class) 평균 분산을 이용하여 각 특징의 민감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특징들에 비해 밀도 값이 너무 크거나 클래스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특징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특정 클래스들을 잘 분류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민감도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EDE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클래스별로 특징의 민감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1인치 

배관을 통한 누수 탐지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DET보다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줬다. 

  두 번째로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누출 탐지를 위해 주파수 초상화(spectral protrait)을 

이용한 가스 파이프라인의 누출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 많은 알고리즘이 

음향방출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토대로 상태진단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하지만 음향방출 신호에서 직접 추출하는 특징의 경우 센서의 설치 위치, 

설비 운전 조건의 변경 등 환경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데이터를 다시 계측하고 모델을 

새롭게 생성해야 하는 데이터 기반 분류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파이프의 누출에 의한 현상이 주파수 영역에서 센서의 위치, 

동작 조건 등에 크게 변하지 않는 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음향방출 신호에서 

주파수 영역의 특징이 추출될 수 있는 전처리 함수를 제안했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4인치 배관에서 4가지 결함 크기(정상, 0.3, 0.5, 1mm), 3가지 

동작조건(7, 13, 18bar)을 통해 데이터를 계측하고 일반적인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 분석 했다. 모의 실험결과 기존 방법은 센서가 누출 위치로부터 멀리 붙어 있고 

운전 압력이 낮을수록 분류 성능이 낮게 나오는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위치, 

운전 조건이 달라도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알고리즘들이 배관에 부착되어있는 각 채널의 데이터를 별도의 

객체로 사용하여 분류기의 학습에 사용한다. 즉 하나의 파이프에 2개의 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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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으면 2개의 채널에서 별도의 상태 값이 출력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누출 위치에서 센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분류 성능이 떨어져 같은 파이프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출력하게 되고 이 경우 양쪽 결과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개의 센서 중 누출 위치와 인근에 있는 센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센서를 통해 하나의 

공통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전처리 함수인 g(r)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전처리 

함수는 음향방출 신호의 감쇠 공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개의 센서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의실험을 위해 4인치 

배관에 물을 순환시키고 테스트 배관 양 끝과 테스트 배관 밖에 센서를 부착했다. 두 

번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4가지 결함 크기, 3가지 동작 조건에서 발생하는 

음향방출 신호를 계측했다. 함수 누출 위치에 가까운 센서와 해당 센서를 지나서 

위치하는 센서를 통해 계측된 신호를 g(r)함수로 새로운 하나의 신호를 생성하고 해당 

신호를 통해 특징을 추출한다. 모의실험 결과 기존의 개별 학습은 모든 센서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낮았으며, 모든 센서를 사용했을 때는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분류 성능이 높았으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강인함을 확인하기 위해 계측된 신호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누출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센서에서 상대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게 

유도하였다. 이 경우 기존의 기술은 5dB 화이트 노이즈에서 분류 성능이 0%로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반해 제안하는 기술은 30dB의 화이트 

노이즈 첨가에도 약 66.9%의 분류 성능을 유지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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