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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최근, 사회의 다변화와 무인 보안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특정한 장소와 목적을 위해 

사용되던 감시 시스템의 적용이 일반적인 일상생활 환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상 기록 매체를 이용한 보안 감시 시스템에서 PC를 이용한 디지털 

감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 CCD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도 이미 완료되어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웹으로 실시간 원격 

전송이 가능한 web cam의 사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 간에 진행된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저가의 CMOS 카메라와 

상캡쳐 보드가 보급되면서, 2GHz 대를 넘어서는 CPU와 수십 MB을 넘는 비디오 램을 장착한 

PC의 사용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감시 시스템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감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감시시스템의 적용은, 연구소의 연구실과 

실험실에도 파급되어 다양한 목적을 위한 감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속 무인 감시 시스템은 많은 양의 상 및 센서 감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러한 자료로부터 특정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설에서 축적된 감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데이터로부터 비정상적인 상황을 

추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상 및 NDA 측정 자료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상캡쳐 카드와 카운터를 이용한 핵물질 감시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지능적으로 핵물질 거동을 진단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듈의 컴포넌트 구현 기법에 대해 

정리하 다. 컴포넌트 객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모듈의 구현을 위해 COM (Component Object 

Model)의 개념 및 구현 기법을 요약하 으며, Borland C++ Builder 개발 환경을 이용한 실시간 

거동 진단 모듈의 구현 기법에 대해 정리하 다. 참고로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C++ 언어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정리하 다.  

본 기술보고서는 건식공정핵연료기술개발 실증시설에서의 핵물질 안전조치를 위한 감시 시스템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다양한 실험 환경에서의 지능형 감시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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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물질 감시 시스템의 구성

2.1 핵물질 감시 시스템의 하드웨어 특성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핵물질 감시시스템(DISS-NG)의 구성은 그림 2-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3대의 CCD 카메라와 2대의 중성자 모니터(DSNM) 및 DISS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DSNC는 DUPIC 핵물질계량관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IAEA는 DSNM 및 DSNC의 

데이터를 DUPIC과 공유하고 있으며, DISS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취득되고 있다. 또한, DSNM 및 

DSNC의 전원과 고전압을 IAEA의 장비(JSR)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핵물질 감시 시스템에는 방사선 계측기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카운터 

보드와 상 캡쳐 보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상 정보 및 방사선 정보를 병행하여 처리·가공하여 

인공지능 거동진단 모듈에서 활용하도록 한다[7].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PC 및 데이터 취득 장비는 IMEF M6 핫셀의 

작업구역(Operation Area)에 설치되어 있으며, CCD 카메라 및 DSNM은 서비스구역(Service 

Area 또는 Intervention Area)에 설치되어 있다. CCD 카메라는 Roof Door 및 Rear Door를 감시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DSNM 은 시설운 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핵물질의 이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Roof Door 및 Rear Door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 서비스구역에 설치한 

DSNM 및 CCD 카메라로부터 작업구역의 데이터 취득 장치까지는 40m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2.1.1 디지털 카운터 보드

디지털 카운터는 5V의 TTL 신호를 입력받아 일정한 reset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buffer 

ram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저가의 다양한 카운터 보드가 생산되기 

시작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카운터와 엔코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커미조아(주)의 SD501 

보드를 사용하 다. 커미조아(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PC용 카운터와 엔코더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림 2-1. 핵물질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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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ActiveX component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SD501 카운터는 일반적인 카운터에 적용되는 8254 ADC 에 비해 정 도가 향상된 32bit FPGA 

카운터를 채용하고 있으며 주로 엔코더 센서를 계측하는데 사용된다. COMI-SD501 보드는 

엔코더의 3가지 신호 (A상, B상, Z상)를 모두 입력받을 수 있으며, A/B 상과 Z상을 동시에 계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MI-SD501의 엔코더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 펄스 신호의 카운터 

기능만 사용하게 된다. 일반 펄스 신호는 A상과 B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호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혼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펄스 신호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펄스 신호를 터미널 

보드 상의 A상 입력단에 연결하면 된다. 사용되는 SDK 라이브러리의 method는 엔코더 신호를 

카운트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일반 펄스 신호를 카운트할 경우에도 B상 입력단에 0V 또는 

5V를 인가하여 Up/Down 카운트를 할 수 있으며, B상 입력단에 0V가 인가되면 Up-count가 

되고, 5V가 인가되면 Down-count가 된다. 만일, B상 단자에 아무 신호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Up-count를 하게 되며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카운트가 증가하게 된다. COMI SD501 엔코더 

카운터에서 엔코딩 기능을 제외한 모델이 COMI SD-502 카운터이다.  COMI-SD502 카운터 

보드는 10 channel 24 bit 카운터로서 일반 카운터 기능 외에 펄스 신호의 주파수를 쉽게 계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델에 대해 모두 성능시험을 진행하 으며 

SD501 엔코더 카운터를 사용하지만 SDK 활용 기법은 거의 동일하다[1]. 본 연구에서 적용한 

COMI-SD501 카운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구조는 그림 2-2 에 도시된 바와 같다.     

- 32bit 4channels (Encoder Counter or Direction, Pulse Input Counter)

- 16 bit 4channels Zero Pulse Counter

　 - 32bit 4 channels Pulse Generator

　 - 5 channels Digital Output for Motor Driver control

　 - Hardware Interrupt generator

　 - 37 pin D-sub connector

　 - PCI plug and play 

그림 2-2. COMI-SD501 엔코더 카운터의 구조.

그림 2-3. COMI-SD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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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디지털 상 캡쳐 보드

감시 시스템에 적용되는 CCD 카메라는 상을 외부로 출력하기 위해 NTSC 또는 PAL과 같은 

신호방식을 사용하며 TV나 비디오를 통해 상을 보여준다. 이런 상 신호를 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상을 캡쳐하기 위해서는 통상 frame grabber라는 상 보드를 사용해 왔다. 사진 (정지 상)과 

같은 데이터는 입력에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으나 비디오 (동 상)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처리하여야 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640×480 해상도의 화면 하나만 하더라도 0.9 MB 가까운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초당 30 프레임을 

입력할 경우 약 27 MB/초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량의 정보량은 CPU가 처리할 수도 

없으며 PC내의 버스로도 전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력되는 즉시 상을 압축하여 압축된 

데이터를 디스크로 보내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하드웨어를 비디오 캡쳐 보드라 

한다. 

과거의 ISA 버스를 사용하는 비디오 캡쳐 보드는 버스의 병목현상 때문에 고화질의 비디오를 

얻을 수 없었으며 최대 320×240 size로 초당 15 프레임 정도만 가능하 다. 반면, PCI 버스가 

등장한 이후로는 640×480 size로 초당 30 프레임을 입력하는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의 입력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입력 신호는 초당 30 프레임 525 주사선을 사용하는 

NTSC(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방식이다. NTSC 신호는 다시 명암과 색상 

정보를 한 선을 사용하여 보내는 혼합(composite) 신호 방식과 명암과 색상을 따로 보내는 

S-Video 신호의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캡쳐한 비디오의 화질은 최초 입력 

화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S-Video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NTSC 신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에도, 전문적인 분야나 고도의 정 한 화질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비싼 CCD 카메라와 

frame grabber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DVR(Digital Video Recorder) 보드의 보급과 저가의 

CMOS 카메라의 등장으로 많은 분야에서 frame grabber의 역할이 크게 감소되었다. 물론 

광학적인 성능만 비교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안 되지만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최근의 DVR 

보드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근 생산되기 시작한 저가의 DVR 보드를 활용하여 핵물질 감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캡쳐 카드는 ComArt 시스템의 HICAP-50 캡쳐 

보드이다. ComArt 시스템(주) 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기술로 DVR 보드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양의 PC용 DVR 보드를 선택할 수 있다. HICAP 시리즈는 

캡쳐 프레임 스피드에 따라 HICAP-50, 100, 200이 있으며 Techwell사의 video decoder와 

Altera사의 FPGA를 processor로 사용한다. HICAP-50의 경우에는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 channel의 상 신호를 두 개의 ADC가 time sharing 방식으로 처리하며 고속의 캡쳐 

스피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HICAP-50의 사양은 다음에 요약하는 바와 같으며, 

모델에 관계없이 SDK 함수가 통합적으로 관리․배포되고 있으므로 개발자가 사용하는 함수들은 

거의 동일하다[3].

- Camera Inputs : 16ea



- 5 -

- Default Video Resolution : 352 x 240 (NTSC), 352 x 288 (PAL)

- Available Video Resolution : 176 x 120, 176 x 144, 160 x 120, 160 x 144, 704 x 

480, 704 x 576, 640 x 480, 640 x 576

- Video Compression : S/W MJPEG Codec

- Display Frame : Max 60 Fps(3 Fps/Camera)

- Recording Frame : Max 60 Fps (3 Fps/Camera)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CAP-50 캡쳐 보드는 하드웨어 overlay 기능이 제외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scaling 기법을 이용하여 비디오 시그널을 화면에 나타내게 된다. 또한, 

HICAP-50 보드는 자체적인 아날로그 TV 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카메라 신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TV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CAP-50 보드에는 2개의 ADC 

그룹이 있으며 최대 캡쳐 프레임은 초당 60 프레임이다.

2.2 DISS 소프트웨어의 특성

DISS의 소프트웨어는 Windows XP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메뉴기반의 GUI를 채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Borland C++ Builder 에서 진행되었으며, 

C++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행시간이 빠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ISS-NG의  메인 화면은 그림 2-6과 같으며, DSNM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 보여주는 창, 

현재 상을 보여주는 창, 데이터의 값을 보여주는 창, 핵물질 거동진단을 보여주는 그래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8은 실행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창이고 그림 2-7은 원격제어를 위한 창이며, 

이것을 통해 원격의 PC에서 DISS 서버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16].

DISS 서버의 구성은 크게 “DAQ“와 ”Review" mode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 메뉴에서의 

“New" 및 ”Open"이 여기에 해당된다. “DAQ"와 ”Review"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며, 

차이점은 DAQ는 데이터를 하드웨어로부터 직접 취득·진단·저장하는 반면, Review는 데이터를 

그림 2-4. ComArt HICAP-50. 

그림 2-5. ComArt HICAP-50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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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파일로부터 읽어 들인다는 점이다. 또한, "Review" mode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점검하는 

mode와 인공신경망의 학습 자료 생성을 위한 data extraction mode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DISS의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구성은 사용자인터페이스, 원격제어처리, 데이터취득, 데이터 

처리, 판단부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의 취득은 DAQ카드 및 상보드를 제어해 방사선데이터 및 

상데이터를 취득하는 곳이다. 데이터처리부는 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움직임이 있는 역을 

찾아내고 방사선데이터를 분석하여 방사능의 변화를 알아낸다. 마지막으로 판단부는 인공신경망 

등을 사용하여 거동진단을 하고 데이터의 저장, 원격감시자에게 통보, 자체 사운드를 사용한 경고 

등의 판단을 하게 된다. 원격제어처리부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감시 및 DAQ서버의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각각의 모듈별 기능에서 데이터처리 모듈 및 진단 모듈이 DISS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DISS-NG의 각 모듈별 연계 구성도는 그림 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2.2.1 데이터 취득

DUPIC 감시시스템(DISS)의 소프트웨어는 Windows X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DISS 

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이며, 1초당 1-2 frame 의 

그림 2-6. DISS-NG Main Form. 



- 7 -

이미지와 방사선 데이터 처리를 목표로 하는 DISS 는 현재의 PC의 처리속도에 비추어 볼 때 

실시간 감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시작되면 상 캡쳐 카드 및 카운터 보드가 초기화되며, 실시간 상이 표시된다.

일정시간이 지나면(약 10초) 각 CCD 카메라의 이미지를 캡쳐 한다.

상처리를 통해 motion detection을 수행하고 변화된 상인 경우, JPEG로 저장한다.

현재의 시간을 PC로부터 읽은 후, 카운터의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상 처리를 통해 핵물질 수송용기인 캐스크의 존재 여부와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캐스크의 위치 자료와 방사선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 진단 component를 호출에서 핵물질 

거동을 진단한다.

핵물질 거동 진단 결과를 저장한다.

 

DISS에 저장되는 시간은 데이터가 취득된 시간을 나타내며 또한 DSNM의 

데이터/시간(중성자/초)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DISS 하드웨어는 별도의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PC의 timer를 이용하여 시간을 읽어 들이도록 하 다. 따라서, 읽어 들인 시간은 실제로 

DAQ 카드의 카운터가 계수를 끝낸 시간과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으나,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간격이 “초” 단위이므로 PC 빠른 처리속도에 비추어 이로 인한 오차는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PC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PC가 데이터 취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서의 시간오차는 무시할 수 있다.

그림 2-8. Parameters.그림 2-7.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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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방사선 및 상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방사선 데이터(검출된 중성자의 수)는 SD-501 카드를 통해 읽혀지며 시간은 PC의 

타이머로부터 취득된다. 이 시간은 1/100 초의 정확도로 읽혀지며, 단위시간당 방사선의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DISS 시스템에 사용되는 CCD 카메라는 NTSC 방식이며 HICAP-50 캡쳐보드를 통해 

초당 1∼2 frame의 상을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이 캡쳐보드는 DirectX 의 SDK(32bit)를 

사용하여 제어하며, 현재의 SDK를 사용하게 되면서 32bit 동일한 환경 하에서 모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또한, 메모리 상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파일 입·출력을 통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처리속도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으며, 1초 이내에 640×480, 24bit 상을 취득 및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2.3 방사선 및 상데이터의 저장

현재의 DISS 시스템에서의 상 데이터는 JPEG 파일로 저장되며 방사선데이터는 데이터 

파일에 기록된다. 데이터 파일은 기록 시간 및 해당되는 상파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 2-9. DISS-NG의 구성 모듈 및 data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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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EG파일은 현재 640×480, 24bit 컬러로 저장되는데, 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만 저장된다. 

기본적으로 DISS의 상데이터의 저장은 motion detection 루틴에 의해 상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상데이터가 저장되는데, 불필요한 상변화에 의한  데이터 저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정한 FOV(Field of View)에 대해서만 상 비교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640×480의 크기로 전체 상을 취득하여 gray scale로 변환한 후 상 비교를 통해 

각각의 화소 값의 변화 정도를 판단하 으나, revision된 루틴에서는 감시에 필수적인 역만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변화가 있는 부분의 상만을 효과적으로 

비교․저장하도록 개선하 다[16]. 현재, 개선된 상 처리 루틴을 통해 획득되는 데이터 크기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일일 평균 10MB 정도로서 기존의 데이터 크기에 비해 1/10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IAEA 기준인 150일의 연속 감시 성능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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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포넌트 객체 모델의 구현

3.1 COM 모듈 구현의 필요성

최근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대 목적은 재사용성에 있다. 복잡해진 현대의 소프트웨어는 한 

개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졌으며 이에 비해 사용자들은 항상 더 

발전된 소프트웨어를 요구한다. 이런 요구를 맞추기 위해 많은 방법이 제기되었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객체지향의 캡슐 화는 사용자가 객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체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C++의 경우 멤버함수의 목록)만을 알면 

기존의 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상속, 포함은 기존의 코드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로 코드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소스 코드가 공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개발자로 하여금 소스코드를 서로 공개해야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소스코드의 

공개를 주장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래머들이 더 많으며 특히 

개발회사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두 번째로 코드의 재사용이 컴파일 이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거대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다. 일반적으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수만에서 수십만 

라인이상의 소스코드를 지닌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고쳐야 

한다. 아무리 완벽한 객체지향 설계를 해서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계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를 재컴파일하고 이를 기존의 사용 중인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세 번째는 코드의 재사용이 언어에 종속적이라는 점이다. C++로 만든 클래스를 베이직에서 

사용한다던가 하는 일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하며 빠른 성능을 지니고 모든 작업에 적합한 언어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극적이다. C++, VB, J++, 델파이등 많은 언어들이 각자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 

언어에서 매우 쉬운 작업이 다른 언어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비일비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DISS의 핵심적인 기능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핵물질 거동 진단에 

있다. 따라서, DISS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현장에서의 성능시험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핵물질 감시시스템 개발에서 도출된 유지·보수의 문제점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

기술 적응 측면 : 새로운 장비와 분석도구 및 표시장치 등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S/W 배포 측면 : COM 모듈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마다 S/W 

엔지니어가 직접 현장에서 수동으로 배포해야 한다.

유지보수 측면 : 작은 개선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하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3rd-party 지원 측면 : 새로운 장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설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 개발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ISS-NG의 개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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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Component Object Model) 개념에 기초하여 각각의 모듈을 콤포넌트화 할 계획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COM 모듈의 구현을 위한 기본적 개념에 대해 정리하 다.

3.2 컴포넌트 기술의 특성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의 실행 파일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파일들로 구성된다. 

반면에 component란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와 처리 절차를 갖고 있는 완전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모듈을 의미한다. 또한 객체지향 기술(component oriented architecture)이란 

Component를 설계, 생성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객체지향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객체를 만들고 이들 간의 통신 관계만 규정해 주는 유연한 코딩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언제나 재사용이 가능하고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근래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시키고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OOP 기술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시코드를 구할 수 없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객체지향 언어가 아닌 Fortran이나 Basic과 

같은 언어로 개발된 모듈은 재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현존하는 방대한 양의 

통계 계산 알고리즘들이 비객체지향 언어로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컴포넌트 기술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컴포넌트 기술로는 다음의 3가지가 대표적인 

기술이다.

① COM (Component Object Model)

COM은 Microsoft가 제안한 객체기반 기술인 OLE(Object Linkage and Embedding)를 분산 

컴퓨팅 환경에 적합하도록 확장시킨 것으로 Windows 환경에서 개발되어 현재 UNIX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다. Microsoft Windows 자체가 COM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COM을 지원하는 객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COM의 특징은 COM 객체의 위치가 클라이언트 컴퓨터, 로컬 서버 또는 원격 서버에 

관계없이 동일한 참조 환경을 제공하는 위치 투명성(location transparency)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②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는 하드웨어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비 리 컨소시엄인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1989년 제안하 다. 

CORBA는 벤더 중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분산 객체 기술로 각 벤더들의 

UNIX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Bell 연구소의 Computing and Mathematical Sciences Research Division 에서는 S, 

Xlisp-Stat, Matlab 등 기존에 통계 계산을 위해 사용되던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CORBA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데이터 기반의 분산 컴퓨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③ Java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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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Beans는 1996년 Sun Microsystems가 Java로 개발된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제안한 기술로 Java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Java의 장점인 플랫폼에 중립성과 단순성을 

그대로 상속받았다. 엄 히 말해서 JavaBeans는 분산 객체 컴포넌트는 아니지만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Bean을 조작하고 통신하므로 분산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한 컴포넌트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JavaBeans-CORBA 브리지를 통한 CORBA와 호환되며, Microsoft의 인터넷 

컴포넌트인 ActiveX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운  및 사용 환경이 서버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 의존한 

중앙집중방식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분산 환경화 되면서 거대하고 복잡해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컴포넌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컴포넌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설계/구현/실행/유지/보수 단계에 걸쳐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설계 단계

추상화(abstraction) :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일련의 'Black Box'로서 설계할 수 있으며, 개별 Black Box의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다.

대표성(delegation) : 

기획자가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와 결과 값을 정의하고,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각각 그것을 

구현할 수도 있다. 즉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

(2) 구현 단계

비용 절감 : 

규칙과 함수를 분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또, bug 역시 감소한다.

유용성(availability) : 

모든 컴포넌트를 작성할 필요 없이 원하는 기능을 가진 기존의 컴포넌트를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grid 컨트롤을 사용해야 하는 개발자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재사용성(reuse) : 

다양한 기능 또는 계산 모듈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기만 하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3) 실행 단계

캡슐화(encapsulation) :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만이 공개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사용자들은 내부적인 구현을 알지 

못한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인 데이터나 함수에 다른 개발자가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내부 구조의 구현 방식에 상관없이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다. 컴포넌트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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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캡슐화를 통해 내부적인 비  데이터나 공식, 업무 규칙들을 숨길 수 있으므로 

보안에 유용하다.

성능(performance) :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만 제대로 구현하면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언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하는 작업에 가장 적절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언어와 관계없이 인터페이스 규약을 지키기만 하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처리 능력(scalability) : 

어플리케이션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여러 요청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또한 컴포넌트를 캐시에 두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와 MTS(Microsoft Transaction Server)가 이러한 환경이다.

(4) 유지 보수 단계

안전성(stability) : 

설계 단계에서 분업화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오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없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만을 점검하면 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한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감소한다. 즉, 편리한 업그레이드 서버의 교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운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확장성(extensibility) : 

컴포넌트에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능을 쉽게 추가, 

갱신할 수 있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은 컴포넌트 모델들 중에서 Microsoft에서 

제안한 COM 개념과 구현 기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며, 핵물질 거동 진단 모듈의 구현에 

적용하고자 한다.

3.3 COM application의 구성 요소

COM application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OM Interface, COM Server 및 COM 

Client와 같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5]. 

COM Interface는 COM 객체가 자신의 service를 client에게 노출시키는 수단이다. 

인터페이스 변화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컴퍼넌트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해 준다. 즉, COM 컴퍼넌트에 객체가 다른 인터페이스의 포인터를 

반환하여 그것을 사용하게끔 허용한다.

COM Server는 COM 객체의 code가 구현되어 있는 EXE, DLL 또는 OCX 등의 모듈이다. 

하나의 COM 객체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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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Client는 서버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interface를 call하는 code이다. 

client는 interface를 통해 서버에 요청 가능한 서비스 내용과 접근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며, server 

내부에서 진행되는 처리 과정은 알지 못한다.

3.3.1 COM interface

인터페이스란 용어는 COM 기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도 있고, 일반적인 DLL에서도 인터페이스가 있다. 즉,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가능한 

DLL의 함수들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며, 한 C++클래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멤버들의 

집합이 모여서 인터페이스를 이룬다. 예를 들어, 모든 COM 객체는 기본 interface인 IUnknown을 

구현하게 되며, client에게 COM 객체에서 제공 가능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려 주도록 한다. 

객체는 여러 개의 interface를 가질 수 있으나 모든 interface는 항상 기본 interface 

IUnknown으로부터 상속되어야 한다. COM interface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COM 객체가 지원하는 각각의 인터페이스는 객체와 그것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규약으로서 사용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규약이 제대로 적용 되려면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하며, 인터페이스가 지원하는 메서드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COM 객체가 지원하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하나는 사용자를 위해 

문자로 구성된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객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고유 식별자이다. 

문자열로 된 인터페이스 이름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어,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고유 식별자는 인터페이스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대부분 인터페이스 이름은 I로 시작한다. 예) IUnknown

문자열로 된 인터페이스 이름의 장점은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이름이 존재할 

경우 객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인터페이스마다의 

고유 식별자가 있도록 하며 128비트 난수 값인 GUID(Globally Unique Identifier)를 사용한다. 

이 고유의 인터페이스 식별자는 보통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이용해, 이미 만들어진 나머지 모두와 

구별되는 값을 생성해 내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낸 고유값 이라도 이미 할당된 모든 식별자들과 

확실히 구분된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식별자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는 각각의 

식별자를 생성할 때 그 식별자를 생성한 시간과 식별자를 생성한 컴퓨터의 id(ex:각 컴퓨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주소)를 이용한다. 

3.3.1.1 기본 인터페이스 IUnknown

모든 COM 객체는 IUnknown 이라 불리는 기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IUnknown으로부터 상속된다. 따라서, 객체의 어떤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갖고서도 IUnknown의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다. IUnknown 인터페이스는 QueryInterface, AddRef, Release와 같은 

3가지 method를 포함하고 있다. 

 



- 15 -

QueryInterface 이용하기

QueryInterface는 객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객체내의 다른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 객체내의 다른 인터페이스의 포인터를 얻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현재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임의의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의 식별자를 

QueryInterface의 매개변수로 넘겨주면 객체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인터페이스의 포인터를 

넘겨주게 된다.

참조 횟수 계산하기(AddRef, Release)

Object들은 IUknown method 인 AddRef와 Release를 통해 자신의 lifetime을 tracking 하게 

된다. 즉, COM 객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객체의 사용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객체를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객체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해당 객체의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얻게 되면, 그 중 하나의 포인터를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며, 포인터를 넘겨받은 클라이언트는 그 포인터를 사용하여 AddRef 

메서드를 호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객체는 자신의 참조 횟수를 증가 시켜 나간다. 클라이언트가 

종료될 때는 항상 인터페이스 포인터로 Release 메서드를 호출하여 참조 횟수를 줄여야 한다. 보통 

객체는 참조 횟수가 0이 되면 객체 자신을 해제한다.

3.3.1.2 COM interface pointers

Interface pointer는 object instance에 대한 32bit pointer 이며 interface 내의 각 method의 

구현을 가리키고 있다. 그림 3-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COM 객체의 service 구현은 vtable이라고 

불리는 각 method들에 대한 pointer들의 array를 통해 access 된다.

vtable은 C++에서 virtual function을 지원하는데 적용되는 mechanism과 유사하다. 즉, 

compiler는 C++ class의 method를 call 하는데 대한 처리와 동일하게 interface에서의 method 

call을 처리한다. 또한, vtable은 object class의 모든 instance에 대해서 공유된다.

그림 3-1. Interface v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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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OM Server

COM Server는 client application 또는 library에 service를 제공하는 application 또는 

library이다. 하나의 COM server는 하나 이상의 COM object로 구성되며 COM object는 일단의 

property와 method로 구성된다. client가 COM object로 부터의 service를 요청할 때, client는 

class identifier(CLSID)를 COM에 pass하게 되며, CLSID는 COM object를 구별하는 GUID로서 

system registry에 등록되어 있다. COM server가 locate되면 COM은 code를 memory로 

불러오고, server가 client를 위한 object instance를 시작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간접적으로 

처리되며 class factory (IClassFactory 또는 IClassFactory2 interface에 기초함.)로 불리는 

특별한 object를 통하여 필요한 object의 instance를 생성하게 된다.

하나의 COM server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server module과 CLSID를 연결하는 entry들을 system registry에 등록.

특정한 CLSID의 또 다른 object를 생성하는 class factory object의 구현.

COM에 class factory를 노출.

service가 끝난 server가 memory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unloading mechanism의 제공.

참고적으로 C++ builder의 wizard를 이용하면 COM object와 server의 생성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3.3.2.1 CoClass와 class factory의 개념

하나의 COM object는 CoClass의 instance이며, CoClass는 하나 이상의 COM interface를 

구현하는 class를 의미한다. CoClass들은 class factory라는 특수 형태의 object에 의해 시작된다. 

한 client에 의해 한 object의 service가 요청되면, class factory는 그 client를 위한 object 

instance를 생성하고 등록한다. 다른 client가 그 object의 service를 요청하면 class factory는 두 

번째 client를 위해 또 다른 object instance를 생성하게 된다.

CoClass는 class factory와 class identifier(CLSID)를 가져야 하며, 다른 모듈에 의해 

외부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CoClass에 유일한 identifier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들 class에 새로운 interface가 구현될 때마다 갱신될 수 있으며, 새로운 interface는 older 

version에 향을 주지 않고 method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3.2.2 In-Process, Out-of Process 및 Remote Server의 개념

COM에서는 client가 호출하는 object의 위치를 알 필요가 없으며 object의 interface만 

call하면 된다. COM은 call하기 위한 절차는 server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1) In-process Server

In-process Server는 ActiveX 등과 같이 client와 동일한 process 공간에서 구동되는 DLL을 

의미한다. ActiveX의 경우, client machine에 download된 후 web browser에 의해 구동된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lient는 COM interface를 direct call 하며 in-process server와 

통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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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In-process 서버의 작동 흐름. 

(2) Out-of-process Server

Local Server는 Word document에 embed된 Excel spreadsheet와 같이 동일한 machine에 

위치하지만 별도의 process에 의해 구동되는 EXE를 의미한다.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cal 

server는 COM을 사용해 client와 통신하게 된다.

그림 3-2. COM Server의 일반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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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Local Server의 동작 흐름. 

(3) Remote Server

Remote Server는 네트워크상의 DB server와 접속된 database application과 같이 완전히 

다른 machine에서 구동되는 DLL 또는 EXE를 의미한다. remote server는 application server와 

통신하기 위해 DCOM(Distributed COM)을 사용한다.

그림 3-5. Remote Server의 동작 흐름. 

3.3.2.3 Proxy의 개념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out-of-process 또는 remote server인 경우, COM은 proxy를 

사용해 remote procedure를 call 한다. proxy는 client와 같은 process에 있으며, client의 ca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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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ept해서 실제 object가 running 중인 곳으로 forward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client로 하여금 

다른 process space에 있는 object에 access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mechanism이 marshaling 

이다.

Out-of-process인 경우 proxy는 COM을 사용해 통신하게 되며 remote machine인 경우에는 

DCOM을 사용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COM은 remote procedure call을 위해 RPC 

protocol을 사용하며 distributed security를 위해 NT LAN manager (NTLM)의 보안 

protocol을 사용한다. 또한, directory service를 위해서는 DNS(Domain Name System)를 

사용한다.

3.3.2.4 Marshaling mechanism

Marshaling은 client가 다른 process 또는 machine에 있는 remote object를 call하기 위한 

interface function을 만들도록 해 주는 mechanism이다. Marshaling은 server의 process에 있는 

interface pointer를 가져와서 client process 내부 code에 적합한 proxy pointer를 만들고, 

client로부터 전달되는 interface call의 argument를 전달한 후, remote object의 process space로 

argument를 위치시키게 된다.

모든 interface call에서 client는 argument를 stack에 push하고 interface pointer를 통해 

function을 call한다. object에 대한 call이 in-process가 아닌 경우, call은 proxy로 전달되며, 

proxy는 argument를 marshaling packet으로 pack한 후 remote object로 structure를 전달한다. 

object의 stub는 packet을 unpack한 후 argument를 stack에 push하며 object 구현을 call하게 

된다. 즉, object는 자신의 address space에 client의 call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marshaling이 일어나는지는 어떤 COM object가 구현되는지에 관련된다. 

object는 IDispatch interface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marshaling mechanism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marshaling mechanism으로 system-standard remote procedure 

call인 RPC를 통해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3.3.2.5 Aggregation의 개념

Server object는 다른 COM object를 사용하여 자신의 function을 구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고관리 객체는 고객 송장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송장 객체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재고관리 객체가 client에게 송장 interface를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고 interface를 가지는 client는 송장 interface를 얻기 위해 QueryInterface를 

call할 수 있지만, 송장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재고관리 객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며 

QueryInterface에 대한 call에 응답하여 재고 interface를 돌려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송장 

interface를 가진 client는 재고 interface 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M 객체는 aggregation을 지원한다. 재고관리 객체가 송장 

객체의 instance를 생성할 때, 이것을 그 자신의 IUnknown interface의 copy에 전달한다. 이렇게 

되면 송장 객체는 재고 interface와 같이 지원하지 않는 interface를 요청하는 모든 QueryInterface 

call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객체는 통합 (aggregate)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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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며, 송장 객체는 내부(inner) 또는 aggregate의 포함된 객체(Containment)라 하고 재고 

객체는 외부 객체라 한다.  

즉, “포함”의 경우는 말 그대로 C++에서 class 안에 class를 선언한 경우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이 과정이 인터페이스 레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로 OutsideCOM 객체와 InsideCOM 

객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InsideCOM의 인터페이스로 IAdd 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OutsideCOM에도 IAdd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 OutsideCOM 객체의 IAdd 

인터페이스가 InsideCOM 객체의 IAdd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InsideCOM 객체의 IAdd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그대로 호출해서 똑 같은 동작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통합의 경우는 말 그대로 InsideCOM 객체의 IAdd 인터페이스를 

OutsideCOM 객체의 인터페이스인양 바로 밖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다. 대신 추가적인 기능보다는 

내부 객체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aggregate의 외부 객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COM 객체는 Windows API인 

CoCreateInstance 또는 CoCreateInstanceEx를 이용하여 내부 객체를 생성해야 하며, 내부 

객체가 QueryInterface call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parameter로서 그 IUnknown 

pointer를 전달해야 한다.

3.3.3 COM Clients

COM client는 항상 COM 객체의 interface를 query해서 제공되는 service를 판단하게 된다. 

모든 COM 객체는 client에게 알려진 interface를 요청하도록 허용하게 되며, server가 IDispatch 

interface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client는 server에게 제공되는 method의 정보를 query할 수 있다.

COM client는 controller와 container의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controller는 server를 

구동하고 interface를 통해 통신하며 COM object로부터 service를 요청하고 독립적인 process로 

운 한다. 반면, container의 경우에는 container의 user interface에 있는 가상의 control 또는 

객체를 host한다. 즉, client는 미리 정의된 interface를 사용하여 server객체와 display issue들을 

판단하게 된다.

3.3.4 Type library      

Type library는 interface를 통해 확인 가능한 객체의 type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제공한다. type 

library에 포함된 정보는 CLSID로 구별되는 객체에서 제공 가능한 interface와 각 interface에 

있는 member function 및 function의 사용을 위한 argument 등이다.

COM server 구현 단계에서는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type library를 editor를 이용하여 

편집하게 되며 interface와 method 및 변수와 property등을 정의해 주게 되면 관련된 class가 

생성되므로 필요한 내용을 구현하면 된다. 또한, client는 이 type library를 import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service의 내용을 확인하고 instance를 생성하여 function을 call하면 된다. type library의 

생성 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CoClass identifier : CLS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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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identifier : IIDs

dispatch identifier : disIDs 

type library는 일반적으로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를 사용하여 script를 

작성함으로써 type library를 생성하고 compiler하게 된다. 반면, 볼랜드 C++ builder wizard는 

COM project를 생성시키면 자동적으로 type library file을 작성해 주며, 이 파일은 type library 

editor를 사용하여 편집이 가능하다. 또한, resource file (.RES)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server (.dll, 

.ocx 또는 .exe) 에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파일로는 .TLB 확장자를 가지게 된다.

3.4 COM 모듈의 구현

COM 모듈의 구현 기법은 크게 in-process 인 경우와 local 서버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형태의 서버와 client 사이의 작동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4.1 In-process 서버

그림 3-6 에는 in-process server와 client 간의 상호 작용을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process 서버를 사용한 COM 모듈의 구현은 크게 3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Client, DLL, COM 으로 구성된다. Client는 COM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림 3-6. In-Process Server와 Client 사이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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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COM은 COM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DLL은 COM 서버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Client는 CLSIDFromProgID()를 사용하여 Windows의 registry에 등록되어 있는 COM 

server의 program ID 로부터 128bit의 클래스 ID를 얻어 와야 한다. 그 다음에 CoInitialize를 

호출하여 COM 라이브러리를 초기화 한다. Application은 항상 COM library function을 call 

하기 전에 COM library를 초기화해야 한다. 그 다음 얻어진 CLSID를 가지고 

CoCreateInstance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CoCreateInstance 함수는 내부적으로 

CoGetClassObject를 호출한다. 이 과정은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얻어오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림의 번호에 따라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CoGetClassObject 함수를 호출한다. 레지스트리에서 클래스를 찾아 DLL의 위치를 알아올 

것이다.

2. CoLoadLibrary : 여기서 그 DLL을 메모리에 적재할 것이다.

3. DLL의 DllGetClassObject의 주소를 받아오기 위해 GetProcAddress를 호출한다.

4. 클래스팩토리를 생성하기 위해 DllGetClassObject 익스포트 함수를 호출한다.

5. 클래스팩토리를 생성하고 IClassFactory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리턴 한다.

6. 클래스팩토리 포인터를 리턴 한다.

7. CreateInstance 함수를 호출한다. 

8. ClassFactory 에서 실제 개체를 생성한다.

9. IClassFactory 의 메서드를 사용해 실제 개체의 인터페이스를 얻어온다.

10. Use Object : 얻어온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메서드를 사용한다.

COM 객체의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CoFreeUnusedLibraries 함수를 사용해서 DLL을 언 로드 

해야 한다. 이 함수에서 DllCanUnloadNow 함수를 사용해서 정말 언 로드 해도 되는 지 확인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CoUninitialize 함수를 호출하고 끝내게 된다.

3.4.2 Out-of-process

Out-of Process (Local) Server를 사용한 COM 모듈의 구성은 그림 3-7에 도시된 바와 같다. 

Local Server의 경우에는 in-process 와 달리 위치 투명성에 대한 기능의 제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COM 서버가 어디에 있던지 클라이언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in-process 서버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COM 서버의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얻어와 COM 개체를 

사용하 다. 즉, 자신의 함수를 호출하듯이 그냥 호출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같은 메모리 역에 

로드 되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로컬서버나 원격서버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며, 다른 프로세스의 주소 역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PC에 있는 COM 서버의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맘대로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OM에서 두 프로세스의 통신은 LPC와 RPC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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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M의 경우는 RPC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한다. COM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역에 Proxy 를 만들어서 다른 프로세스 역에 있는 COM 인터페이스를 똑같이 흉내 낸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Proxy가 실제 COM 개체인줄 알고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 

역에서는 Stub를 만들어서 그 반대 역할을 한다. 이때, 클라이언트 측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marshaling이라 하고 그 반대 작업을 언마샬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Proxy는 마샬링 작업을 한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준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 Stub는 언 마샬링 작업을 통해 COM 개체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리고 다시 그 결과는 다시 반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준다.

그림 3-7. Local Server를 통한 COM 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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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능형 핵물질 거동 진단 컴포넌트의 구현

핵물질 안전조치를 위해 적용되는 연속 무인 감시 시스템은 많은 양의 상 및 방사선 감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러한 자료로부터 핵물질의 전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설에서 축적된 감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데이터로부터 

비정상적인 상황(또는 핵물질 전용 상황)을 추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상 및 NDA 감시 자료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DISS에 적용된 

자율 학습 신경망 모델인 SOM (Self Organized Map)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정리하 으며,  

COM 기반으로 구현된 지능형 핵물질 거동 진단모듈인 SOMCOM 모듈의 구성 및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4.1 SOM 인공신경망 모델 

4.1.1 인공신경망의 개요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알고리즘으로 패턴 인식( 숫자 인식) 등 그 

활용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근래에는 자동차 운전까지 신경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신경망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인공신경망은 한 사람에 의해 그 모든 알고리즘이 정립된 것이 아니며, 긴 시간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된 것이다. 최초 신경망의 기본 개념으로 제시된 학습론이 Hebbian 

Learning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개념에 의하면, "셀 A가 셀 B를 자극시키는 데 충분하고, 지속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셀 B에 대한 셀 A의 작용력이 내부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증가하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11]. 

4.1.2 학습 기법

학습(learning)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의 획득, 인식의 발전, 습관의 형성 따위를 목표로 하는 

의식적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인공지능에서의 학습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르게 

해석된다. 즉, 어떤 작업 T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경험(또는 데이터)으로부터 새로운 경험(미리 

정의되지 않는 데이터)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또는 향상되었다면 컴퓨터는 

학습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입력에 대해 미리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임에 등장하는 monster의 경우 비록 간단한 환경일지라도 전부 

입력에 대해 행동을 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학습을 이용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습은 단지 기존의 경험으로부터의 

추측(guess)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오류가 뒤따른다. 인간의 경우 잘못하면 때리거나 훈계를 

받음으로써 행동의 옮고 그름을 학습할 수 있다. 컴퓨터의 경우도 비슷하며, 어떤 경험에 대한 

행동(출력)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feedback)을 해주어야 한다. DISS-NG에서 적용되는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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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회로망은 피드백의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활용 분야가 세분화되며 개괄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1.2.1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인공신경망 모델들은 어떤 입력에 대해 컴퓨터가 출력한 값과 

사용자(supervisor)가 원하는 출력 값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학습방법은 

입력과 원하는 출력 값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사용자는 컴퓨터에게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어떤 

출력을 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적절치 못한 출력을 내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출력 값으로 

학습한다. 

기본적으로 지도 학습 모델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처리 속도가 느리며 신경망의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모델은 function approximation에 적합하며, Perceptron, 

Hopfield network, MLBP(Multi Layer Back Propagation) 등의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초기에는 supervised 모델인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을 적용하여 거동진단 

모듈을 구현하 으며, 학습 개념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12].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은 다층(multi-layer)이고, feed-forward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이며, 학습의 방법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다. 즉,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와 원하는 출력(o)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간단히 학습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입력이 신경망의 가중치(weights)와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입력의 결과 값인 

출력(y)이 나온다. 이 때 출력(y)은 학습 데이터에서 주어진 원하는 출력(o)과 다르다. 결국, 

신경망에서는 (y - o)만큼의 오차(e = y - o)가 발생하며, 오차에 비례하여 출력 층의 가중치를 

갱신하고, 그 다음 은닉 층의 가중치를 갱신한다.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향이 신경망의 처리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며, 이런 이유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또한, 신경망의 처리는 입력층 

→ 은닉층 → 출력층의 방향으로 진행되며, 가중치 갱신의 학습방향은 출력층 → 은닉층으로 

진행된다.

역전파 (BPN) 알고리즘의 단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신경망에 입력 데이터를 입력 노드에 적용하고, 입력에 따른 출력을 계산한다.

2. 입력에 따른 출력과 원하는 출력간의 오차를 계산한다.

3.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4. 각각의 가중치를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5. 4 단계에서 결정된 값으로 가중치를 갱신(변화)한다.

6.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오차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기까지 1단계에서 5단계를 반복한다. 

4.1.2.2 자율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모델은 출력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경험이나 

입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즉, Reference 출력 값이 필요 없으므로 속도가 빠르며 구조가 유연하며 

자기 증식성이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data mapping 및 clustering에 적합하며,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SOM (Self Organized feature Mapping), ART (Adaptive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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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ART1, Fuzzy ART 등이 있다. ART1의 경우에는 Binary 형태의 입력 도메인에 대해 

적용되며, Fuzzy ART의 경우에는 Analog 형태의 도메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 학습 모델인 SO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거동 진단 모듈을 구현하 다. 이 모델은 2개의 계층(입력층 및 자율 

조절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층은 완벽히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SOM 모델의 

학습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대뇌 피질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인간의 중요한 기능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러한 대뇌피질은 각각의 기능을 맡는 구역(region)이 정해져 있다. 즉, 뇌를 다쳐서 

과거의 일부 기억을 잃어버린다던가, 혹은 말만 못한다던가 하는 것, 이런 이유는 바로 대뇌피질의 

각 구역마다 맡은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ordered feature maps이라 한다. 

SOM은 바로 이러한 대뇌피질과 유사하다. 

SOM은 신경망(neural network)의 일종이며, 자율(unsupervised)학습과 경쟁 학습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BPN(back propagation network)과는 다르게, 출력 노드의 위상(topology)자체가 

의미가 있다. 숫자를 인식할 때 예를 들어 보면, BPN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그리고 그 

이미지 데이터가 나타내는 숫자를 출력으로 하여 입력·출력의 쌍으로 하여 지도 학습(supervised 

leaning)을 시킨다. 반면, SOM은 자율(unsupervised)과 경쟁(competitive) 학습을 한다.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 을 때, SOM의 출력 노드 중에서 다른 출력 노드와 비교해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노드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출력 노드를 더욱 더 강하게 반응하게끔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다. 즉, SOM에서는 BPN처럼 출력노드를 미리 기능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입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출력 노드를 선택하여 반복 학습을 시켜 본 후, 결과적으로 어떤 출력 

노드가 반응되는지를 조사하면 거꾸로 입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Kohonen Network의 구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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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입력을 x( t)라 하고, 출력 노드의 가중치를 mi(t), model vector라 하는 경우에, SOM 

알고리즘에서의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은 두 단계로 표현되며, 초기에는 mi(t)는 랜덤 값이다.

입력 x( t)에 대해 가장 잘 반응하는 mi(t)  를 선택한다. 즉, x( t)와 가장 비슷한 벡터 mi(t)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반응하는 출력 노드를 winner라고 하며, mi(t)는 winner의 가중치 벡터인 

셈이다.

Winner와 그 주위 노드(neighboring nodes)들을 학습시킨다. 일반적으로 입력 스트림이 있고, 

주위에 BMU(Best Matching Unit)라 하여 가장 잘 반응하는 출력 노드가 있다.

즉, SOM의 알고리즘은, 특정한 입력에 대해 가장 잘 반응하는 출력 노드와 그 주위의 노드를 

학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입력에 대한 대표자 (representative) 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입력에 따라 가장 잘 반응하는 출력 노드와 그 출력 노드의 주위 노드들을 

선택하고, 학습률에 비례하여 가중치(모델 벡터)를 변화시킴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다.

Kohonen network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network는 구조상 수행이 

상당히 빠른 모델이다. 이것은 훈련 단계에서도 그러하다. 이 network는 back propagation 

모델과는 달리 여러 단계의 피드백이 아닌 단 하나의 전방 패스(feed-forward flow)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Kohonen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실시간 학습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이다. 둘째, 이 

network는 연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입력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Kohonen network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셋째, Kohonen 

network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정확한 통계적 모델이다.

이상과 같은 unsupervised 인공신경망 모델의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거동 진단 

프로그램은 기존의 거동 진단 모듈에 비해 구조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듈을 component화 하여 향후에 상 및 방사선 센서가 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4.2 SOM_PAK 모듈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SOM 모델을 이용한 인공지능 거동 진단 모듈의 구현을 위해 SOM_PAK 

Version 3.1 (1995)을 적용하 다. 이 패키지는 SOM 의 기초 이론 중의 하나인 Kohonen 

network의 제안자인 Teuvo Kohonen이 재직 중인 헬싱키 대학에서 배포된 것으로서, 자체적인 

성능 시험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신뢰성이 인정된 패키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패키지의 

DOS 모듈 중 일부를 DISS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 으며, 상세한 자료 구조 및 사용 

절차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14].

4.2.1 File Formats

  SOM_PAK에서 모든 data file (input vector 및 map)들은 편집과 검토의 편의성을 위해 

ASCII file로 저장된다. training data와 test data를 포함하는 파일들은 동일한 형식이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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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되어 적용될 수 있다.

 

4.2.1.1 Data File Format

입력 data 는 ASCII 형식으로 저장되며, 각 line이 각 vectorial sample을 위해 할당된다. 이 

파일의 첫 line은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과 순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① vector의 dimension (정수, 필수 항목)

② topology 형식, “hexa” 또는 “rect” (문자열, 선택 항목, 대소문자 구별)

③ x-방향의 map dimension (정수, 선택 항목)

④ y-방향의 map dimension (정수, 선택 항목)

⑤ Neighborhood 형식, “bubble” 또는 “gaussian” (문자열, 선택 항목, 대소문자 구별)

data 파일들에서는 선택적 항목들은 무시된다.

그 다음 라인들은 n 소수로 구성되며 선택적인 클래스명과 두 개의 선택적인 qualifier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qualifier들은 training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data entry의 적용을 결정하게 

된다. data file들은 임의의 comment line을 가질 수 있으며 ‘#’으로 시작되고, 이 경우 이 라인은 

comment out 처리된다.

data collection 실패 등의 이유에 의해 data vector의 component 일부가 유실되거나 사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 component는 숫자 대신에 ‘x'로 기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5-dimension 

data file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1.1 2.0 0.5 4.0 5.5

1.3 6.0 x 2.9 x

1.9 1.5 0.1 0.3 x

또한, winner detection을 위해 vector distance가 계산된 경우와 codebook data가 변경된 

경우에는, x로 marking된 component는 무시된다.

4개의 sample을 가진 3-dimensional data vector의 가상적인 data file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클래스 라벨은 다양한 문자열이 될 수 있으며, “yellow"와 ”red"가 클래스 라벨이다.

exam.dat:

3

# First the yellow entries

181.0 196.0 17.0 yellow

251.0 217.0 49.0 yellow

# Then the red entries

248.0 119.0 110.0 red

213.0 64.0 87.0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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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data line은 2개의 선택적인 qualifiers를 설정할 수 있으며, training 동안의 data 

entry의 적용을 정의하게 된다. 이들 qualifier들은 "codeword=value"의 형식으로 작성되며, 

qualifier의 각 부분간의 space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적인 qualifier들은 다음과 같다.

 Enhancement factor: 즉, “weight=3”

이 옵션이 설정된 input pattern vector의 training rate이 설정된 값에 따라 증배된다. 즉, 

reference vector는 input vector값이 3회 반복되어 training되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Fixed-point qualifier: 즉, “fixed=2,5”

이 옵션이 설정된 경우에는 training을 위해 도출된 BMU 대신에 고정된 지점 (x=2, y=5)의 

coordinate으로 정의된 map unit이 선택된다. 이 경우, 몇 개의 input들이 알려진 위치들로 

강제되며 원하는 orientation이 map에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선택적인 qualifier들은 기본적으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training 

시에 parameter(-fixed, -weights)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4.2.1.2 Map File Format

map file은 SOM_PAK에서 생성되는 파일이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 reference vector는 ASCII 형식으로 저장되며, 첫 라인의 선택적인 item들(topology 

형식, x 및 y dimension, neighborhood 형식)을 제외하고는 input data file의 형식과 동일하다. 

또한, map file의 각 entry들은 label을 가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training vector인 exam.dat file은 2×3 map unit 형식의 3-차원 vector의 

map file로 생성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

code.cod:

3 hexa 3 2 bubble

191.105 199.014 21.6269

215.389 156.693 63.8977

242.999 111.141 106.704

241.07 214.011 44.4638

231.183 140.824 67.8754

217.914 71.7228 9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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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map에서 x-축 (column 수)의 구간은 0 ∼ n-1 (n은 map의 x-차원)이며, y-축 (row 

수)의 구간은 0 ∼ m-1 (m은 map의 y-차원)이다. map file에서 map의 reference vector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장된다.

1 (0,0)의 unit

2 (1,0)의 unit

…

n (n-1,0)의 unit

n+1 (0,1)의 unit

…

nm (n-1, m-1)의 unit

4.2.2 Package 사용 절차

4.2.2.1 vfind의 사용

SOM_PAK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vfind"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실행파일은 자동으로 새로운 난수를 발생시켜 초기화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며, 수회에 걸쳐 훈련 

절차와 testing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mapping 작업을 수행한다. 좋은 mapping의 기준은 

낮은 quantization error이다.

"vfind"를 실행시키게 되면 SOM_PAK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parameter를 interactive하게 

입력하면서 진행하게 되며, 사용자는 verbose parameter (-v), learning rate function type 

parameter (-alpha_type), quantization error type parameter (-qetype), qualifier parameter 

(-fixed 및 -weights)만 초기에 설정하면 된다.

4.2.2.2 직접 실행

일반적으로 SOM_PAK에 포함된 모든 부 프로그램들은 독립적으로 운 될 수 있으며, 

명령어로서 콘솔에서 직접 실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정상적인 순서에 의해 부 

프로그램들을 운 해야 하며, 최초에는 initialization, 그 다음에 training, 그리고 test의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각 parameter들을 필요로 하며, file name, learning parameters, map 

size 등이 있다. 모든 parameter들은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 주어져야 하며, 독립적인 운  

시에는 interactive 모드로 parameter를 입력할 수 없다.

 Program Parameter

SOM_PAK의 운 에 사용되는 parameter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에 요약하는 바와 같다.

-din input fil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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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t output file name

-cin reference vector로 입력될 file name

-cout reference vector를 출력할 file name

-rlen training에서 running length (step의 수)

-alpha 초기 running rate parameter. training중에 0까지 단조 감소함.

-radius SOM-알고리즘에서 training area의 초기 반경. training중에 1까지 단조 감소함.

-xdim x-방향의 unit 수

-ydim y-방향의 unit 수

-topol map에 적용되는 topology 형식. hexagonal lattice (hexa) 또는 rectangular 

lattice (rect).

-neigh 적용되는 neighborhood function 형식. step function (bubble) 또는 Gaussian 

(gaussian).

-plane conversion 루틴에서 나타나는 reference vector의 component plane.

-fixed fixed-point qualifier 옵션의 적용여부 설정. (0=미적용, 1=적용)

-weights weighting qualifier 옵션의 적용여부 설정. (0=미적용, 1=적용)

-alpha_type “vsom" 또는 ”vfind"에서 learning rate function 형식 설정. linear function 

(linear, 기본값) 또는 inverse-time type function (inverse_t).

-qetype “qerror" 또는 ”vfind"에서 quantization error function 형식 설정. 이 값이 0 

보다 크면 weighted quantization function 이 사용됨.

이상과 같은 parameter 이외에도, verbose parameter인 -v n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생산할 진단 결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n 값은 0에서부터 증가할 수 있으며, 값이 

클수록 많은 결과를 생산한다. 기본 값은 1이다.

-v output 레벨을 설정하는 verbose parameter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help 1 parameter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옵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parameter 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초기화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training sample의 order를 선택하기 위해 난수 

발생기가 사용된다. “-rand" parameter를 사용하여 난수의 새로운 seed를 설정할 수 있으며, 

seed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system clock으로부터 seed가 설정된다. 이 parameter의 기본 

값은 0이다.

-rand 난수발생기의 seed 설정

이상과 같은 parameter들을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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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init -xdim 12 -ydim 8 -din exam1.dat -cout code1.map -topol hexa -neigh 

bubble

위의 명령 예제에서는 12×8 unit의 map을 생성하기 위한 초기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된다. 

초기화에 사용되는 input entry는 “exam1.dat” file에서 읽혀지며 map file은 “code1.map” 에 

저장된다. map의 topology는 hexagonal로 설정되며 neighborhood function은 step 

function이다.

> vsom -din exam1.dat -cin code1.map -cout code1.map -rlen 10000 -alpha 0.05 

-radius 10

위의 명령에서는 training 프로그램이 호출된다. training entry는 “exam1.dat”에서 읽혀지며, 

훈련된 map은 “code1.map”에서 읽혀지고 훈련된 reference vector는 동일한 file에 저장된다. 

training은 10000 스텝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input file의 entry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file이 반복 적용된다. 초기 learning rate은 0.05로 설정되며, learning bubble의 초기 

반경은 10으로 설정된 것이다.

> qerror -din exam2.dat -cin code1.map

위의 명령에 의해서는, test data file인 “exam2.dat”를 이용하여 map file인 “code1.cod” 에 

저장된 reference vector와 관련된 quantization error가 test된다.

4.2.3 명령어 실행

4.2.3.1 Map 초기화

map의 reference vector들은 임시 값들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training 

단계에서 사용되는 map의 lattice type과 neighborhood function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의 

초기화 명령에서는 난수 seed parameter를 설정하여 map을 초기화하고 있다. lattice type은 

hexagonal(hexa)이며, neighborhood function type은 step function (bubble)이고, map의 

size는 12×8 unit이다.

> randinit -din ex.dat -cout ex.cod -xdim 12 -ydim 8 -topol hexa -neigh bubble -rand 

123

4.2.3.2 Map 훈련

map의 훈련은 “vsom" 모듈을 이용하여 SOM 알고리즘에 의해 진행된다. 훈련은 2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map unit의 reference vector들이 정렬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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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vector들의 값이 정 하게 조절된다. 초기에는 neighborhood 반경은 map의 직경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며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1까지 감소한다. 반면, learning rate은 0까지 

감소된다.

> vsom -din ex.dat -cin ex.cod -cout ex.cod -rlen 1000 -alpha 0.05 -radius 10

2단계의 훈련기간동안에는 각 unit의 reference vector들이 각각의 적합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2단계는 1단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learning rate은 작아진다. 

neighborhood radius는 평균적으로 작게 된다. 이 예문에서는 2단계의 훈련시간이 1단계에 비해 

10배정도 오래 소요된다.

> vsom -din ex.dat -cin ex.cod -cout ex.cod -rlen 10000 -alpha 0.02 -radius 3

이러한 2단계의 훈련이 종료되면, map은 monitoring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이다.

4.2.3.3 quantization error의 도출

map에서의 entry들이 훈련되어 최종적인 값들을 갖게 되면, 이에 대한 quantization error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훈련용 file이 이 목적으로 사용되며, “qerror" 모듈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quantization error를 산출한다.

> qerror -din ex.dat -cin ex.cod

위의 명령 예제는 data file에 있는 모든 sample의 quantization error를 계산한다. 이 

예제에서의 training set에 대한 평균 quantization error는 3.57로 예상된다.  

4.2.3.4 Map Calibration

훈련된 map은 data sample의 가시화(visualization)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시화 

작업 이전에 map unit들은 알려진 input data sample을 이용하여 교정*calibration)되어야 하며, 

이 file은 labeled sample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vcal -din ex_fts.dat -cin ex.cod -cout ex.cod

4.3 DISS에서의 SOM_COM 적용 절차

4.3.1 Training data 생성

DISS 감시 시스템의 인공지능 핵물질 거동 진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거동 진단에 

사용될 reference vector가 포함된 map file이 필요하다. 이 map file은 SOM_PAK를 실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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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시키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공신경망의 훈련을 위한 training data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training data는 DFDF 시설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게 되며, 

normal한 상태와 CASK 이동 상태에 따른 상 자료 및 방사선 자료 data를 수집하여 사용한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data file을 상과 방사선으로 구별하여 적용하도록 

하 으며 생성된 raw data를 엑셀 등의 편집기를 이용하여 두 개의 file로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training data file의 첫 line은 data의 dimension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라인을 추가하여 training data를 생성시키면 되며 파일의 확장자는 “*.dat"이다.

본 연구에서는 DISS 시스템의 review 메뉴에서 data extraction 항목을 추가하여 수집된 상 

및 방사선 자료에서 training data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 다.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view 하고자 하는 특정한 상황의 file을 호출하는 단계에서 이 메뉴를 이용하여 

실행하게 한 후 file을 저장하면 data file이 생성된다.

4.3.2 Calibration data 생성

전술한 바와 같이 SOM_PAK은 calibration file을 사용하여 network의 훈련에 의해 생성된 

BMU(Best Matching Unit) 의 label을 정의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SOM 알고리즘은 자율 학습 

인공신경망이므로 이러한 작업이 없어도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훈련에 의해 생성된 vector class의 

label을 설정해 주면 더욱 명확히 clustering이 가능하므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Calibration은 training data에 대해 알려진 상황을 labelling하는 작업이다. 즉, network의 

훈련을 위해 입력으로 사용되는 상 및 방사선 data sample들 중에서 명확히 구분된 상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data에 대해 labelling을 한 후 calibration file로 저장해 사용하도록 하 으며 

파일의 확장자는 “*.cal”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FDF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class label로 적용하 다.

그림 4-2. Configuration of COM Based Diagnosi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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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캐스크 검출 안됨( 상 및 방사선 반응 없음)

2 = 캐스크가 주변에 있음( 상 반응이 없으나 방사선 반응이 있음)

3 = 캐스크가 접근하고 있음( 상 및 방사선 반응이 있으며 증가 상황임)

4 = 캐스크가 나가고 있음( 상 및 방사선 반응이 있으며 감소 상황임)

5 = 캐스크가 정지하고 있음( 상 및 방사선 반응이 있으며 고정 상황임)    

4.3.3 Map file 생성 및 적용 

이상과 같이 상 및 방사선 data에 대한 training data file 및 calibration dat file이 준비되면 

이를 이용하여 network을 훈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경망의 훈련은 전술한 바와 같이 

vector 초기화, 1차 및 2차 훈련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randinit -din %1.dat -cout %1.cod -xdim 12 -ydim 8 -topol hexa -neigh bubble

vsom -din %1.dat -cin %1.cod -cout %1.cod -rlen 10000 -alpha 0.05 -radius 10 

-weights 0

vsom -din %1.dat -cin %1.cod -cout %1.cod -rlen 100000 -alpha 0.02 -radius 3 

-weights 0

qerror -din %1.dat -cin %1.cod

그림 4-3. Training Data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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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l -din %1.cal -cin %1.cod -cout %1.cod

위의 명령은 SOM_PAK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터리에 batch 파일로 작성하여 

“trainsom.bat"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생성하고자 하는 map file에 대한 파일명만 

입력하여 실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 자료에 대해 map file을 생성하는 경우, training dat 

파일명은 “img.dat"로 설정하고, calibration data 파일명은 ”img.cal"로 설정한 후, DOS 창에서 

"trainsom img"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img.cod" map 파일이 생성된다. 이러한 작업은 상 및 

방사선 data에 대해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생성된 “img.cod" 및 ”rad.cod" 파일은 main 하드의 

root (C:\)에 위치하도록 복사되어야 한다. 또한, 생성된 map file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test file을 training input file과 동일한 형식으로 준비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test 파일의 확장자는 “*.tst"로 설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visual -din %2.tst -cin %1.cod -dout %2.out

위의 명령은 SOM_PAK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터리에 "findsom.bat"로 작성되어 

저장하 으므로 사용자는 test 파일명과 map 파일명을 parameter로 하여 실행하면 된다. 이 

모듈은 독립 프로그램인 “visual" 및 그에 따른 각종 함수와 map 파일을 이용하여 output을 

생성하게 되며, DISS의 인공지능 거동 진단의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S 플랫폼에 대해 코딩되어 있는 이 모듈의 DISS 탑재를 위해  COM server로 

개발하 으며, 현재의 버전에서는 DAQ mode에서 실시간으로 각 10 초 마다 취득된 data의 

진행에 따라 SOMCOM server가 호출되도록 하 다.   

4.3.4 SOMCOM Component를 이용한 핵물질 거동 진단 모듈 구현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DISS-NG의 전체적인 모듈의 구성과 각 모듈 상호간의 흐름은 그림 

2-9에 도시한 바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MCOM component server를 이용한 

DISS-NG는 실시간으로 취득된 방사선 및 상 신호를 가공·처리하여 SOMCOM server의 

input으로 사용하며, SOMCOM server에서 넘어오는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OM component server의 main interface와 DISS-NG의 client 모듈의 구현 

소스 리스트를 그림 4-4 및 그림 4-5에 제시하 다.

4.3.4.1 방사선 데이터 분석 및 핵물질 거동 진단

DISS의 목적은 DUPIC의 공정에 전혀 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핵물질의 거동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런 범위 내에서는 핵물질의 종류를 알아내거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핵물질의 양 또는 위치 변화만을 고려한다. 

자동으로 핵물질의 거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데이터(R)의 시간 변화율을 분석하면 

된다. 즉, N이 “0” 이라면 핵물질이 없는 것이고, 그 변화율(dN/dt)이 0에 가깝다면 핵물질이 

정지한 상태이고, 변화율이 "+" 값이라면 DSNM 쪽으로 핵물질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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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OM Component Server의 main interface 구현 소스 리스트.

// SOMIMPL : Implementation of TSOMImpl (CoClass: SOM, Interface: ISOM)

#include <vcl.h>

#pragma hdrstop

#include <stdio.h>

#include <float.h>

#include <math.h>

#include <dstring.h>

extern "C" {

#include "lvq_pak.h"

#include "som_rout.h"

#include "Datafile1.h"

}

#include "SOMIMPL.H"

/////////////////////////////////////////////////////////////////////////////

// TSOMImpl

STDMETHODIMP TSOMImpl::SOMMain(long flag, float* input, long* output)

{

  char *in_code_file;

  struct entries *data, *codes;

  struct teach_params params;

  int retcode, noskip;

  long buffer;

  int imsi;

  data = codes = NULL;

  retcode = 0;

      if (flag==1)

      in_code_file = "c:₩₩img.cod";

      else

      in_code_file = "c:₩₩rad.cod";

  buffer = 0;

  label_not_needed(1);

  codes = open_entries(in_code_file);    //여기에서만 cod file을 open함.

  set_teach_params(&params, codes, data, buffer);

  set_som_params(&params);

    try

    {

        imsi = compute_visual_data(&params, NULL,input) ;

     }

     catch(...)

    {imsi=-1;}

        if (data)

        close_entries(data);

        if (codes)

        close_entries(codes); //화일 닫기

    *output = som_result;

    //ShowMessage(AnsiString(som_result));

  return S_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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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DISS-NG의 Client 모듈 구현 소스 리스트. 

void __fastcall TFormReview::StatusDiag()    //for Real-time diagnosis revised by monte  Aug. 14. 2003

{

    AnsiString caskstr, radstr;

        float cask=0, rad=0, nndata[3]={0}, raddata[3]={0};

        int ccd = 0 ; // Only Channel 1 Camera !!

            ImgProc->MakeBinImage3(ccd);

            Retdata = FindObject->FindBigObject(ccd);

            ImgProc->DrawBox(ccd, FindObject->BigObj[ccd]);

 

// for NeuralNet

       for (int i=0; i<4; i++)

                for (int j=0; j<8; j++)

                OrigData[i][j] = OrigData[i+1][j];

        OrigData[4][0] = DataFile->dfData.run;

        OrigData[4][1] = Retdata.x[0];

        OrigData[4][2] = Retdata.y[0];

        OrigData[4][3] = Retdata.npxl[0];

        OrigData[4][4] = Retdata.x[1];

        OrigData[4][5] = Retdata.y[1];

        OrigData[4][6] = Retdata.npxl[1];

        OrigData[4][7] = DataFile->dfData.rad[0]*1000/DataFile->dfData.interval;

if(DataFile->dfData.run>=5)

        {

        NeuralNet->Execute(OrigData, nndata, raddata);

            float mean_dist = nndata[1];

            float mean_rad = raddata[0];

            if (mean_dist>0)

            cask=SOM1->SOMMain(1,nndata); //  SOM Diagnosis for image

            if (mean_rad>5)

            rad=SOM1->SOMMain(2,raddata); //

switch ((int)cask)

{

    case 0: caskstr = "No Detection";

                FormMain->pnCask->Font->Color = clMaroon;

        break;

        case 2: caskstr = "Fade IN";

                FormMain->pnCask->Font->Color = clBlue;

        break;

        case 4: caskstr = "Rest";

                FormMain->pnCask->Font->Color = clGreen;

        break;

        case 3: caskstr = "Fade OUT";

                FormMain->pnCask->Font->Color = clFuchsia;

        break;

    }

switch ((int)rad)

{

    case 0: radstr = "No Detection";

                FormMain->pnRad->Font->Color = clMaroon;

        break;



- 39 -

이면 DSNM 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데이터의 시간변화를 알기 위해 최근 5개의 데이터로부터 그 기울기를 

계산하도록 하 다. 예를 들어, Run Number가 50번 째 인 경우, 데이터의 시간변화율은 Run 

Number 46∼50의 5개 데이터로부터 계산되었다. 즉, 최근 50초 동안의 데이터의 변화율을 본 

것이다. 하지만, 핵물질이 정지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한다고 할 때, 방사선 거동진단에 의해 그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이동을 시작한 후 약 10초 내지 20초 후이며, 이러한 상황은 매 10초 마다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실시간으로 거동진단을 위해서는 데이터 취득 

주기를 짧게 설정하면 된다.   

4.3.4.2 χ
2  에 의한 핵물질 거동 진단

 핵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은 무작위로 방출된다. 즉 검출되는 방사선의 수(N)는 통계적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핵물질이 정지해 있는 경우에도, 검출되는 데이터는 통계적 

fluctuation을 갖는다. DISS-NG의 방사선 거동진단 모듈에서는 단지 5개의 데이터로부터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핵물질이 정지해 있더라도 그 기울기가 0에 가깝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Threshold 값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N“이 검출된 방사선 수(데이터)라면 통계적 

fluctuation은 대략 N  이므로, N 의 크기에 따라 다른 Threshold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χ 2  는 이론과 실험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가늠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N  은 이론식이고 Ni  는 실험데이터, ΔNi  는 Ni의 오차이다.

χ
2
= ∑

T

i=1

(N-N i)
2

ΔN
2
i
 

χ 2/d.o.f.=χ 2/(T-1)  인데, 이 값이 1 근처이면 실험과 이론이 잘 일치하고, 크면 클수록 

일치하지 않는다.

핵물질이 정지해 있고 Ni  는 검출된 방사선의 수라고 할 때 이 값은  Gaussian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경우 Ni  의 통계적 오차는 Ni  인데, 오차에서 통계적 오차만 고려할 때,  

ΔNi= Ni  이다. 반면,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기대되는 방사선의 수(이론적인)는 시간에 대해 

일정할 것이므로,  N을 Ni의 평균값으로 택한다.

N= N= ∑
T

i=1
N i/T

여기서는 5개의 데이터로부터 변화율을 구하므로, T=5이다.

χ
2
/d.o.f.= ∑

5

i=1

( N-N i)
2

Ni
/4 ,   N= ∑

5

i=1
N 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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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한 χ 2/d.o.f.  가 2 보다 작으면 정지해 있고 큰 경우 이동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동중일 때 그 기울기( dN/dt)가 "+" 값이면 핫셀(DSNM)로의 핵물질의 접근, "-" 값이면 

핫셀로부터 핵물질이 멀어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적인 경우, 데이터의 변화는 더 크고 따라서 χ 2/d.o.f.  이 커지며 많은 양의 핵물질이 

이동할 경우, DSNM 근처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 거동진단은 정지라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핵물질을 담은 캐스크의 속력을 

그런 정도 정 하게 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진단 결과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방사선에 의한 거동 진단 모듈에 SOM 모델을 적용하도록 

수정하 다[8].

본 연구에 적용된 방사선 거동 진단 모듈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중성자 모니터에서 측정된 

중성자 데이터의 평균값(R)과 Slope(dN/dt) 및  χ 2/d.o.f.  의 값을 reference vector의 

parameter로 사용하여 weight matrix를 구축하 으며, 방사선 거동 진단용 Map 파일(rad.cod)로 

생성시켜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터리에서 읽도록 coding 하 다.   

4.3.4.3 상데이터 분석 및 캐스크의 거동진단

 DISS 감시시스템에서의 상처리는 다른 과정에 비해 처리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며, 

지능형 거동감시 기능의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상처리를 통한 CASK 거동 진단 모듈을 수정·보완하 다. 특히, 본 2단계 연구에서는 DFDF에서 

실행된 hot test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상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 으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 다.

 방사선 데이터는 핵물질 자체의 거동을 진단하는 반면, CCD 카메라로부터 캡쳐된 상은 

분석되어 CASK로 추측되는 Object의 위치가 추출되고 그로부터 Object의 이동상황을 진단한다. 

상분석의 첫 과정은 기본 상과의 비교이다. 즉, 현재 DISS의 상 취득은 매 10초에 한번씩 

3대의 CCD 카메라에서 획득된 상을 메모리에 저장한 후 이것을 이전의 상과 비교하며, 상의 

변화가 설정된 수준이상인 경우에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저장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버려진다. 

상의 저장 단계와 review 단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거동진단은 DAQ와 review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review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들은 특정한 역에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이 상에서 CASK의 위치를 추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상은 640×480 픽셀의 크기이고 24bit 이며, 본 연구 단계에서 적용한 

상 처리 루틴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상(현재 상)은 기본 상과 픽셀별로 그 값의 차이를 구하고, 

Threshold 값을 적용해 1bit 흑백 상(이진 상)으로 만든다. 기본 상과 현재 상이 다른 

부분(캐스크나 사람이 역 내에 들어왔을 때)은 이진 상에서 1(백)로 나타나고 그 외는 0(흑)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X-축 방향 및 Y-축 방향에 대해 값이 ‘1’(백) 인 이진 상의 픽셀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이 히스토그램은 물체가 있는 부분에서 큰 값을 가질 것이다. 히스토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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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보다 큰 부분이 연속되는 역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에 해당된다. 이 역의 크기가 

Threshold 이상인 것을 캐스크라고 하 는데, 다음과 같이 Object Area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Object Area는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 히스토그램 

상으로 Threshold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Object Area 에 대해 다시 X와 Y축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면, Object Area 내에 있는 작은 Object들을 어느 정도 구분해 제거할 수 

있다. 다음으로 Object Area 내의 대상물의 크기(면적)를 구하는데, 그것은 Object Area 내의 

값이 ‘1’인 픽셀의 수를 구한다. 이 값이 Threshold 보다 큰 역을 구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Object Area중에 그 면적이 가장 큰 것 두 개를 캐스크 후보라고 하 다(이런 과정을 통과한 

Object Area는 보통 1개 이하이다). 또한, 이들 캐스크 후보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그 위치로 

간주하 다. 

Object Area 에 대한 X 및 Y-축의 히스토그램을 XHist, YHist 라고 할 때, XHist[i] 는 ‘i' 

번째 줄의 흰 픽셀의 수이고, 이때 무게중심의 X, Y-좌표 X CM, Y CM  은 다음과 같다.

X CM=
∑i⋅XHist[ i]
∑XHist[ i]   , 

Y CM=
∑i⋅YHist[ i]
∑YHist[ i]

이때, DSNM 의 좌표를 XM, YM  이라고 하면, DSNM 으로부터 Object 까지의 거리 r은,

r= (XCM-XM)
2
+(YCM-YM)

2  이다.

이 경우, 실제적인 거리를 구하려면, Z-축의 좌표를 고려해야 하며, 카메라의 각도(수직 및 

지표면에 대한 각) 에 따른 적절한 좌표변환을 해 주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위와 같이 단순히 거리 

r을 구하 다. 상 자료의 분석에서도 방사선 데이터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의 연속된 데이터(r 

값)의 평균, 시간변화율(dr/dt)을 구하여 인공신경망에 입력, 캐스크의 거동을 진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기 버전에서 채택된 상처리 루틴을 이용하여  거동 진단 성능 시험을 

시행하 으며, 때때로 제 1 Object 가 캐스크 대신 두 사람이 잡히는 경우가(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 등)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9].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object의 위치가 캐스크의 

평균위치로부터 벗어나 있으므로 판단에 큰 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인 

인공지능 거동진단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ray image scale에 대한 임계값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CASK 위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 다. 

Windows-XP 버전의 DISS-NG 시스템에서 상처리 루틴은 기본 상의 gray scale을 

설정하고 현재 상과 비교해서 object를 추출하는 대신, 현재 취득되는 상에서 CASK의 이진 

상을 직접 추출하기 위해 RGB 임계값을 적용하 다. 현재 DFDF의 정상적인 조명 상태 

하에서의 CASK의 RGB 값은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포를 가지며, 이 값을 적용하면 

획득된 상에서의 CASK object를 거의 완벽히 추출할 수 있다(그림 4-6). Bitmap image로부터 

특정한 RGB 임계값을 적용하기 위해 ImageEn component의 Threshold() metho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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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ColorRange() method를 적용하 으며, 한 픽셀이 0-255의 값을 갖는 8-bit gray 

Bitmapdm로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하 다. RGB 임계값 적용을 통한 CASK 위치 파악 모듈 관련 

프로그램 리스트를 그림 4-7 에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상처리 루틴의 수정․보완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으로 분석된 부적절한 object에 

대한 CASK 오인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며, 전체 시스템의 상거동진단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의 RGB 임계값 적용 기법은 DFDF에서의 정상적인 조명 

상태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조명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 대책은 향후에 추가적인 성능 

시험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6. CASK의 RGB 분포. 

그림 4-7. RGB 임계 값에 의한 CASK 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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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ASK 위치 이진 상 추출을 위한 RGB 임계값 적용 구현.

void __fastcall TImgProc::MakeBinImage3(int ccd)

{

        TImageEnView *Img = (TImageEnView *)FormMain->EnViewCCDList->Items[ccd];

        TImageEnView *yellowImg = (TImageEnView *)FormMain->EnViewCCDList->Items[3];

        yellowImg->Assign(Img->Bitmap);

        TRGB MinRgbThr, MaxRgbThr, DownVal, UpVal, CastColor;

        MinRgbThr = CreateRGB(Parameters->RedMinCut, Parameters->GreenMinCut, Parameters->BlueMinCut)  ;

        MaxRgbThr = CreateRGB(Parameters->RedMaxCut, Parameters->GreenMaxCut, Parameters->BlueMaxCut)  ;

        DownVal = CreateRGB(0,0,0);

        UpVal = DownVal;

        CastColor = CreateRGB(255, 255, 255);

        yellowImg->Proc->ConvertTo(256);

        yellowImg->Refresh();

        //yellowImg->Proc->Threshold(MinRgbThr, MaxRgbThr,DownVal,UpVal);

        yellowImg->Proc->CastColorRange(MinRgbThr, MaxRgbThr,CastColor);

        yellowImg->Proc->ConvertToBWThreshold(254);

        //yellowImg->Proc->RemoveIsolatedPixels(0,5);

        yellowImg->Refresh();

            TMemoryStream *stream = new TMemoryStream();

    TImageEnIO *enioccd = (TImageEnIO *)FormMain->EnIOCCDList->Items[3];

    enioccd->SaveToStreamBMP(stream);

    // RGB 각 색상별로 영상분리하여 이진화

    unsigned char buf[480][640][3];

    stream->Seek(54, 0);

    stream->Read(buf, sizeof(buf));

    delete stream;

//    int lum = 0;    // Average Luminosity

    for (int i=0; i<480; i++)

       for (int j=0; j<640; j++)

        {

    if (buf[i][j][ccd] < Parameters->MkBinImgThr)

           Parameters->BinImg[ccd][i][j] = false;     //black

           else

           Parameters->BinImg[ccd][i][j] = true;      //white

  }

 //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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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상캡쳐 카드와 카운터를 이용하여 핵물질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C++ 구현 기법에 대해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핵물질 감시 

시스템은 다수의 방사선 계측기와 CCD 카메라 및 방사선 계측기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카운터 보드와 상 캡쳐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PCI 기반의 상 캡쳐 카드 및 카운터의 구조적 특성과 SDK 

함수의 사용법을 분석하 으며, Borland C++ Builder를 이용한 감시 프로그램 구현 기법에 대해 

연구하 다. 

특히,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상캡쳐 카드와 카운터를 이용한 핵물질 감시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지능적으로 핵물질 거동을 진단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듈의 컴포넌트 구현 기법에 

대해 정리하 다. 컴포넌트 객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모듈의 구현을 위해 COM (Component 

Object Model)의 개념 및 구현 기법에 대해 분석하 으며, Borland C++ Builder 개발 환경을 

이용한 실시간 거동 진단 모듈의 구현 기법에 대해 정리하 다. 참고로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C++ 언어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정리하 다.  

본 기술보고서는 건식공정핵연료기술개발 실증시설에서의 핵물질 안전조치를 위한 감시 시스템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다양한 실험 환경에서의 지능형 감시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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