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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ALIMER-600은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이용하는 풀형 고속 증식로로서 핵연

료를 장기간 이용가능하고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일반 경수로

와는 달리 저압의 소듐 루프로 고압의 물/증기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 플랜트를

비정상상태로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KALIMER-600 설계 현안 중 하

나는 소듐-물반응의 조기탐지를 통해 소듐-물반응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소듐-물 반응 탐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피동음향탐지방

법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탐지논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기 탐

지를 위한 논리를 제안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신호처리방법은 선형모델을 이용한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형모델의 예측오차 추정방법, 적응신호처리에 의한 시스템

적응도 평가, 적응필터 및 고정형 필터 등에 의한 배경잡음 제거방법 등이다.

물 누출에 따른 소듐-물반응음과 배경잡음의 정상성과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광의의 정상성을 갖고 상호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형모델 또

는 조화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경잡음과 누출음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양한 스펙트럼 추정방법을 평가한 결과 전통적인 FFT 기반 방법보다는

자동회귀기반 방법이 소듐-물 반응탐지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근간으로 종합적인 피동음향탐지논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논리

는 3 단계로 구성되어 이상상태 파악, 누출판정, 누출징후판정 등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음향신호를 모의한 결과 피동음향탐지방법에 의해 - 3dB

이상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 신호에 대해서는 누출을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었

으며, -3 ~ -10 dB 영역에서는 누출 징후로 판정함으로써 타 탐지방법과 혼합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향 후 다중신호처리방법, 필터링 방법의 보

완 등을 통해 측정법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듐-물반응 데이터의

제한성으로 인해 다양한 경우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논리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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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ALIMER-600 is a pool type fast breeder reactor using liquid sodium as a

coolant. Although it has the several advantages such as long-term fuel cycle

and enhanced safety concepts, it is possible to leak the secondary side

water/steam into sodium boundary. This event could make the plant abnormal

condition. One of the major design issues in KALIMER-600 is, therefore, to

develop the system which can early detect the sodium-water reaction to protect

the sodium-water reaction event.

After evaluating the various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for passive

acoustic leak detection, we have proposed the early leak detection logics. the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for evaluation were the spectral estimation using

the linear modeling, the estimation error of linear modeling, the system

adaptation rate using an adaptive signal processing, and the background noise

cancelation using adaptive and fixed filtering.

As the analysis results regarding the stationarity and the cross-correlation

of leak signals and background noises, the two signal systems met a

wide-dense stationary process and there was only the week cross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two signals. It is ,therefore, possible to use the

linear/harmonic modeling of signal systems, and the leak signal in sensor

outputs can be discriminated. A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various

spectral estimation methods, the spectral estimation method based on

autoregressive modeling was more practical comparing with other methods in

the sodium-water reaction detection.

The passive acoustic leak detection logics were suggested based on above

evaluations. the logics consist of 3 levels; transient identification, leak

determination and leak symptom identification.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sodium-water reaction signals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leak

at above -3dB of SNR, while between -3 dB and -10 dB of SNR the logics

determined the leak symptom identification. The detection sensitivity can be

enhanced through addition of multi-channel analysis and robust filtering

methods. It is necessary to validate the proposed logics using the various data

through sodium-water reaction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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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KALIMER-600은 속도가 빠른 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키고 경수로에 비해 고밀도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냉각재로는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면서, 열전

달이 쉬운 소듐을 사용한다. KALIMER-600은 고속 증식로로서 핵연료를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나 소듐 냉각재가 누설되어 플랜트를 비정상 상태로 만들 수 있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액체 금속로 설계의 현안중 하나는 소듐-물 반응의 조기 탐지

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KALIMER-600의 증기 발생기의 중간열전달 루프는 저압의 액체 소듐이며 반대로

터빈에 사용되는 2차측은 고압의 물/증기이다. 이 매체들은 증기발생기 튜브를 압력경

계로 삼고 있으므로 만일 증기발생기 튜브에 손상이 생기면 2차측의 물이 소듐 영역내

로 유입되어 소듐-물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소듐-물 반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증기 발생기의 튜브에서 물 누출을 미리 탐지해

야 한다.[1],[2] 증기발생기에서 소듐 루프로의 누출을 검출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압

력센서와 수소, 산소 측정기와 같은 화학센서를 사용하였다. 화학센서는 반응 검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고 전파시간이 짧은, 비교적 큰 누출의 경우 이를 사용하기 곤

란하다. 반면에 압력센서의 경우 자체 응답시간은 빠르지만 소량누출일 경우 대규모 공

정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소듐-물 반응에 따른 압력의 증가추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량 또는 소량 누출 검출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기존 센서대신 음향센서를 이용하여 소듐-물

반응을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음향센서의 경우 설치가 간편하고 비교적

빠른 응답시간을 갖기 때문에 비교적 누출이 큰 경우 화학센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큰 배경소음 하에서 물 누출 소음을 검출하는 것 자체가 쉽

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약 -16 dB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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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대-잡음비하에서 소듐-물 반응현상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

한국에서도 액체금속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소듐-물반응탐지에 대한 연구가 음향신

호처리와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4] 그러나 소듐-물

반응실험의 난이성 때문에 주로 아르곤 분사실험을 통한 음향신호를 이용하였으므로

실제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된 신호처리방법도 비교적 단순

하므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상기의 연구 필요성에 의해 소듐-물 반응 신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신호

처리기법에 대한 누출탐지 민감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누출 탐지논

리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추후 소듐-물반응 신호처리 논

리를 확립하는데 기본 골격으로 이용될 것이다.

제 2 절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 2 장 본론 제 1 절에서는 소듐-물 반응현상에 따른

설계고려사항을 검토하였고, 제 2 절에서는 음향탐지에 필요한 제반 신호처리기법에 대

한 이론 요약을, 제 3 절에서는 다양한 음향신호처리 기법에 대해 장단점과 SNR 민감

도 평가방법을, 제 4 절에서는 소듐-물반응신호를 이용하여 각 신호처리방법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검토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KALIMER-600 소듐-물반응 탐지를 위한 피동음향탐지 논리를 제안한 결과를 실제

물 누출신호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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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음향탐지방법 설계고려사항

1. 소듐-물 반응현상

증기 발생기에서 높은 온도의 소듐은 물과 열을 교환하고 물은 끓는점까지 뜨거워져

증기가 된다. 이때 소듐 영역의 압력은 낮다. 반면에 물/증기 영역의 압력은 높아져 증

기를 터빈에 공급하게 된다. 소듐과 물/증기는 증기 발생기 튜브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

다. 만약 튜브에 틈이나 구멍이 생기면 물이 소듐으로 누출되고 소듐-물 반응이 발생한

다.[4]

소듐과 물의 반응은 급격한 발열반응으로서 이의 결과로 수소가스의 생성과 더불어

부식성 알칼리 화합물이 다량으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소듐-물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온도, 압력, 반응물의 표면적, 반응 구동력, 반응영역에서의 혼합상태, 반응물

의 비율, 반응물의 상태, 반응 장소의 구조 및 크기 등이다.

상온에서 소듐-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약 3 개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22 2
1 HNaOHOHNa +®+

(2.1.1)

NaHNaOHOHNa +®+ 22 (2.1.2)

2222 HONaOHNa +®+ (2.1.3)

이 중 NaOH 용융점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응식은 (2.1.1) 식이다. 이로부터 생성

된 수산화 화합물이나 수소가 다시 소듐과 반응하는데 이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NaHONaNaOHNa +®+ 22 (2.1.4)



- 4 -

22 2
1 HONaNaOHNa +®+

(5)

NaHHNa ®+ 22
1

(6)

320 deg. C (NaOH 용융점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화학반응식은 식(2.1.2) 이며 주

로 발생하는 2 차 반응식은 (2.1.5)와 (2.1.6)이다.

상기의 반응식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지만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는 물리 화학적 변화

는 발열반응으로 인한 온도의 상승, NaOH, Na2O 및 NaH 등과 같은 수산화화합물의

발생과 이로 인한 증기발생기의 부식/침식효과를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수소 발생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상기의 화학반응식을 종합하면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1.7)

2. 물 누출 메커니즘

물 누출이 발생하면 미량 누출의 경우 누출경로를 따라 소듐-물 반응 생성물에 의한

self-wastage 가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 누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소

듐-물 반응에 의해 발생된 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여 이 후의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결

과를 가져오며, 아울러 시스템의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합

물은 증기발생기 재질과 반응하여 부식/침식시킴으로서 누출 부위를 확대시키는 결과

를 초래한다.

전열관에서 어떤 결함이 발생하여 미량 누출이 발생되면 잠복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는 소듐-물 반응에 의해 생성된 부식성의 NaOH가 전열관 재질을 구성하는 Fe, Cr 등

의 성분과 반응하거나, 또 다른 반응생성물인 Na2O나 NaOH 가 누출경로를 막음으로

서 누출을 차단하는 현상을 일으킨다. 이 같은 현상을 자체막힘이라 한다. 그러나 열적

이란이나 시편 재질의 조성 및 누출조건에 따라 다시 누출이 시작되는 재열림 현상으

로 발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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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 막힘 메커니즘

반응생성물에 의해 막혔던 누출부위가 열적인 과도현상에 의해 튜브가 팽창하게 되

면 반응생성물과의 열적 팽창률 차이로 틈이 벌어져 아주 미량의 물의 누출이 발생한

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미량 누출된 물과 소듐에 의한 화학반응이 재차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NaOH와 메탈이 반응하는 부식현상을 일으킴으로서 누출부위가 확장되게 된다.

22 HONaOFeNaOHFe yx ++®+ (2.1.8)

- 상기에서 발생한 Na2O 는 다시 Fe와 반응하며, 산화철(FexOy)는 다시 수소와

반응하는 2차 반응을 일으킨다.

NaOFeyNaOHxFe yx +®+ (2.1.9)

OHFeHOFe yx 22 +®+ (2.1.10)

- 상기의 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소듐 산화물과 철화합물이 혼합된 침전물이 생

성되고 이것이 누출 부위를 막을 수 있다.

나. 재 열림 메커니즘

반응생성물에 의해 막혔던 누출부위가 열적인 과도현상에 의해 튜브가 팽창하게 되

면 반응생성물과의 열적 팽창률 차이로 틈이 벌어져 아주 미량의 물의 누출이 발생한

다.

미량 누출된 물과 소듐에 의한 화학반응이 재차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NaOH와

메탈이 반응하는 부식현상을 일으킴으로서 누출부위가 확장되게 됨으로서 누출이 증가

하게 된다.



- 6 -

3. 음향신호의 특성

물 소듐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물리 화학적 천이현상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자체 음향발생신호의 원천이 된다. 소듐-물 반응시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음향신호는 난류 제트(turbulent jet), 수소기포 형성 및 파괴, 프레임(frame)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그 물리적 특성도 각각 다르다.(그림 2.1.1 참조) 피동 음향 측정방법

은 이러한 음향신호를 수신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발생된

음향신호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목적에 맞는 음향신호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측정기기의

사양이 결정되며, 측정의 성능요인이 결정될 수 있다.

그림 2.1.1 물 누출에 따른 발생 음향신호 종류

가. 음향신호 주파수 대역

소듐-물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음향신호는 넓은 주파수 대역 즉 수백 Hz-

1MHz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중 수소 기포에 의한 주파수 대역은 1

KHz에서 약 25 KHz, 난류 제트에 의한 신호의 주파수 대역은 약 600KHz 근방, 구조

물에 의한 음향은 MHz 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그림 2.1.2 참조) 이를 통해 각종

음향신호의 검출용이성, 지속시간, 크기, 배경잡음과의 구별성 등을 분석한 후 주요 검

출 대상 음향신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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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음향신호 대역

나. 배경잡음과의 구별성

배경잡음은 주파수 전 범위에 걸쳐 존재하지만 배경잡음의 원인을 살펴볼 때 주로 저

주파수의 배경잡음이 현저하다. 배경잡음의 원인은 펌프(10 Hz- 50Hz), 유동에 의한

잡음은 저주파에서 200 KHz 까지 다양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음향 발생신

호와 분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신호간의 상호 연관성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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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출 크기의 기준

가. 소규모 누출

소규모 누출은 하나의 증기발생기 튜브의 손상을 가정한다. 소규모 누출에는 누출 크기 및

누출현상의 특성에 따라 미량누출과 소량누출로 분류할 수 있다.

(1) 미량누출

미량누출은 하나의 증기발생기 튜브에 손상이 발생하여 미량의 물이 누출되는 경우

이다. 이 경우에는 자체 관막음(self-plugging) 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물 누출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누출 크기이다. 따라서 물누출 탐지계통은 운전원에게 관련

경보를 발생하고 물 누출의 확대현상 또는 관막음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운전원의 판단

에 따르는 단계로 정의한다. 만일 미량 누출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운전원의 수동 정지

조치가 따를 수 있다. 향후 미량누출크기에 대한 정량적 해석 또는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소량누출

소량누출은 미량누출에서 진전하여 자체 관막음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단계이다.한

개의 증기발생기 튜브의 손상으로 물 누출이 진전되는 과정이며 인근의 증기발생기 튜

브에 영향을 주어 또 다른 물누출이 발생하기까지의 단계로 정의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는 자동 논리에 의해 중간열교환계통의 정지가 발생되도록 한다. 이 역시 소량 누출

크기에 대한 정량적 해석 및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규모 누출

중규모 누출은 소규모누출에서 진전하여 여러 개의 증기발생기 튜브가 손상되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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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현상적으로는 누출이 급격히 증가되는 영역에서 증기발생

기 커버가스의 압력 증가가 측정장치에 의해 감지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

다.

다. 대규모 누출

대규모 누출은 소듐-물반응으로 인해 공정상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즉 압력증가에 의해 파열판(Rupture Disc)이 파열하기까지의 단계이다.

5 누출 탐지를 위한 예비요건

가. 누출 측정 영역

그림 2.1.3은 전형적인 누출 사고의 발전특성을 나타낸다. T1 구간은 증기발생기 전

열관(tube) 하나가 크랙(crack) 등의 일부분 손상되어 미량의 물 누출이 발생하는 구간

이다. 이 경우는 약 0.1 g/sec 이하의 물이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이 구간

의 경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물 누출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응답시간이 긴(약

30초) 수소센서를 이용하여 물 누출을 탐지할 수 있다. T2 구간은 하나의 전열관 손상

부위가 확대되어 물이 급격히 진행되는 구간이다. 이 경우 발전전파시간은 약 10초 가

량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능하면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물 누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T3 구간은 확대된 전열관 손상부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안정화되는 구간으로서

약 10 g/s 의 물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안정화시간은 약 40 초가

량 유지된다. 이 구간에서는 T4 구간으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

해 응답시간이 좋은 음향센서를 이용한다.

T4 영역은 손상된 전열관으로부터의 화학반응에 의해 인근 전열관이 파괴되기 시작

하는 구간으로서 중규모 누출이 시작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응답

시간이 좋은 신호처리 논리를 통해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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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신호측정방법은 T2 구간에서 T4 구간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T1 구간에서

는 수소센서와 병행 사용함으로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음향신호를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신호 대 잡음비는 물 누출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2.1.4는 신호 대 잡음비와 물 누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플랜트의

특성 증기발생기 형태 등에 따라 상기 커브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본 알고리즘 개발시

에는 PFR 경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약 1 g/sec 의 누출량인 경우 약 -7 dB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갖고 약 10 g/sec 인 경우 약 -3 dB 정도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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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물 누출진행 경향(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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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누출량과 신호 대 잡음비와의 관계

나. 측정지연시간

(1) 소규모 누출

소규모 누출의 경우 그림 2.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T3 구간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도록 응답시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T2 구간 직전 또는 초기에 비로소 물 누출이 감지

되었다고 가정하면 T3 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T2 구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조치가 취

해져야 한다. 따라서 물 누출 탐지 지연시간은 T2 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음향탐지

방법의 경우 허용 측정지연시간은 10초보다 작아야 한다.

(2) 중규모 누출 이상

중규모 누출의 경우 중규모 및 대규모 누출로의 진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

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시점의 누출량 자체가 크므로 누적 누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최소한 T4 구간으로의 진전을 막을 수 있도록 측정

지연시간이 요구된다. T3 구간의 안정화 유지기간은 약 40 초이므로 약 10번 가량의

반복적인 탐지논리 작동을 고려하고 여기에 보수적 인자를 고려하여 약 3초의 허용지

연시간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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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음향신호처리 이론

1. 스펙트럼 분석(Spectral Analysis) 방법

가. 이론 요약

스펙트럼 분석방법은 신호의 전력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um density

;PSD) 를 계산하여 신호를 파악 또는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가장 가본적인 PSD

계산방법은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구하는 방법이나 FFT가 갖는

고유의 제한성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PSD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

되어 왔다. 이들 방법은 약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classical method)이고, 두 번째는 변수추정방법(parametric method),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변수추정방법(non-parametric method) 이다.

확률 및 통계과정에서의 스펙트럼 분석방법은 신호자체에서 바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기공분산 (auto-covariance) 함수를 기본으로 구해진

다.

)](*)([)( txtxERxx tt += (2.2.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SD는 자기공분산함수의 Fourier 변환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tpt dfjRfP xx )2exp()()( -= ò
¥

¥- (2.2.2)

실제 응용에 있어 자기공분산함수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신호시

스템은 정상성(stationarity)을 갖는 시스템이라고 가정하면 PSD는 자기공분산함수

를 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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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기의 PSD를 계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우므로 다음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자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

(1) 전통적 방법

(가) Blackman & Tukey Method

이 방법은 자기공분산 함수를 추정하여 결국 PSD 추정치를 찾아내는 방

법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exp()()(
^^

tfmjmRtfP
M

Mm
xxBT D-D= å

-=

p
(2.2.4)

이 때 자기공분산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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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나) Periodogram

스펙트럼을 구함에 있어 자기공분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

산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N개일 때 PSD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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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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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이 식의 특징은 기대치(expectation value)를 구하지 않고 신호를 직접 사

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 결국 PSD는

Descrete Fourier transform(DFT)의 값을 이용한다.

DFT.  theis    where,1)( 2^^

mmmPERm XX
tN

fPP
D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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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추정 방법(Parametric methods)

대부분의 신호처리계에 있어 입력신호(n)와 출력신호(x)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å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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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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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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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

(2.2.8)

이러한 모델에서의 관심사는 유리함수 형태의 전달함수를 가진 선형필터의

관계식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이다.

상기의 식을 Z-변환하여 전달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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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평균값이 영인 white Gaussian 공정에서의 PSD 출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22 )(/)()()( fAfBfPfP xARMA s== (2.2.10)

(2.2.8) 식에서의 계수 a는 자기회귀 계수라 하며 b는 이동평균계수라 한다.

(가) 자기회귀(autoregressive) spectral estimation

만일 식 (2.2.8)에서 이동평균계수 b가 첫째항(b0=1)을 제외하고 모두 영

이면 자기회귀모델이 된다. 자기회귀 모델의 출력은 이전출력의 회귀를 기반으로

하며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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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따라서 식 (10)으로부터 PSD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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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의 PSD는 자기회귀계수와White Gaussian noise의 편차를 구

함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기공분산 함수와의

관계식(Yule-Walker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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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주어진 실제상황에서는 (2.2.13) 식과 같이 자기공분산 함수를

추정하기 보다는 자동회귀계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자동회귀계수의 추정 방법은 선형예측최소제곱법(linear prediction list

square techniques)과 Burg 알고리즘을 들수 있다.

데이터가 N개의 시이퀀스로 이루어져 있을 때 P 차수를 갖는 자동회귀모

델은 식(2.2.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값과 추정값의 차이(오차)는 식

(2.2.15)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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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2.15) 식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 (2.2.16)에 나타난 예측오

차 에너지의 미분치가 영으로 근접하도록 하여 각 선형 자동회귀계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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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Burg 알고리즘도 상기의 선형예측최소제곱법과 유사하나 자동회귀계수를

이동평균계수와의 관계로부터 구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이 밖에 자기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gradient lattice method, fast

Kalman method 등이 있다.

(나) 자기회귀 및 이동평균 (ALMA) 스펙트럼 추정

식 (2.2.8)에서와 같이 출력신호가 이전 출력과 입력 값과의 관계로 표현

될 경우를 ALMA 모델이라 한다.

ALMA 변수가 파악되면 PSD는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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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ALMA 변수를 구하는 기술은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많은 행렬연산과 반복적인 최적화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보통

실시간 처리 관점에서는 실제적이지 않으므로 부분적으로 최적화하는 기법을 이용

하여 계산시간을 줄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Yule-Walker algorithm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기회귀변수

와 이동평균계수를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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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변수 추정방법(Non-parametric Methods)

이 방법은 자기공분산 함수를 추정하여 결국 PSD 추정치를 찾아내는 방법

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MLSE (maximum likehood spectral estimate)로서

Capon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방법의 특징은 좁은 주파수영역의 필터들을 이룸으로

서 PSD를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방법들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

적적인 방법들의 경우 각각의 주파수영역에 대한 필터형태가 동일한데 반해 이 경

우에는 좁은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의 주파수별로 필터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방법에 의해 제시된 PSD 추정치는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ERE
fP

xxH

ML 10

^ 1)( -=
(2.2.18)

[ ]Tp  t)f]1[exp(j2 .....  t)fexp(j2  1E 00 D-D= pp (2.2.19)

결국 이 방법에 의해 PSD를 계산할 경우 자기공분산 행렬을 구하면 된다.

2. 시간-주파수 분석(Time frequency analysis; TFA) 방법

상기에서 살펴본 스펙트럼 분석방법은 비 정상성(non-stationary) 신호의 스

펙트럼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아내기 힘들다. TFA는 정상성 신호

의 전제조건을 갖는 기존의 스펙트럼 분석 방법과는 달리 비정상성 신호의 특성을

찾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TFA는 여러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Wigner-Ville Distribution(WVD) 및 ED에 기초한 TFA 방법을 평가한다.

가. 이론 요약

(1) WVD(Wigner-Ville Distribution)

x(t) 는 연속 시간 해석적 신호(continuous time analytic signal) 이고 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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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의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면, x(t) 의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WBD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난다.

ttt tp detxtxftW fj
x

2* )
2

()
2

(),( -¥

¥-
-+= ò (2.2.20)

W t f X f X f e dx
j t( , ) ( ) ( )*= + -

-¥

¥ -ò
x x

xp x

2 2
2

(2.2.21)

여기에서 f 는 주파수 x*(t) 는 x(t)의 공액 복소수이다. 해석적 신호

(continuous time analytic signal) 이고 X(f) 는 이의 퓨리에 변환이다. 윈도우 함

수를 사용하여 WVD를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ttt tp dewtxtxftW fj
xw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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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ò (2.2.22)

(2) ED (Exponemtial Distribution)

TFR의 일반화된 분류는 Cohen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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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 xtmmmmmt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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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xtwxm dddffewtC tj
f -+= *---òòò

(2.2.23)

여기에서 )(mf 는 time analytic 신호이고 )(* mf 는 이의 공액복소수이다.

f 는 커널함수인데 이것이 각 TFA의 각 분포를 규정하게 된다. WVD의 경우

1),( =txf 인 커널을 갖는다. ED의 경우 계산상에서 cross-term의 감소시키도록

개발되었으며 이의 커널함수는 .),( )/( 22 stxtxf -= e 로 주어진다. 따라서 ED는

(2.2.22)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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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w) 는f(t) 의 퓨리에 변환식이다. 이산신호를 위한 ED식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2.2.26)

3. 적응신호처리(adaptive signal processing) 방법

적응시스템은 주어진 환경의 변화나 시스템 요건의 변경에 대하여 자동적으

로 적응 (자체 최적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적응 시스템은 비정상성 신호

처리에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계공정이 성취될 수 있

으므로 시스템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적응신호처리를 통해 신호시스템의 특성파악(system identification), 노이즈

제거(noise cancellation), 신호예측(adaptive signal prediction) 등을 수행할 수 있

다.

가. 이론 요약

선형 시불변 이산 시스템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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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여기에서 앞의 summation항은 feedforward 항을 나타내고 뒤의 것은

feedback 항이다. 이를 z-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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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식 (27)에서 A(z)는 영이 아니다. 따라서 피드백을 갖는 경우

이다.(그림 2.2.1) 이를 recursive 계라 한다.

시스템의 전달함수(식 2,2,28)는 따라서 다음의 식과 같이 무한수열을 갖는 것

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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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이 경우 시스템이 안정할 조건은 1-A(z)의 근이 단위원내에 있어야 한다.

상기의 신호시스템은 결국 B(z)와 A(z)의 계수를 찾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이 신호의 특성파악과정이 된다.

A(z)가 영인 경우 non-recursive 계라 하며 계의 임펄스 응답은 다음과 같이

유한급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L
L zbzhzbbzBzH --- ++++== ...)()( 2

2
1

10 (2.2.30)

상기의 신호시스템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표적인 적응신호처리방법은 최소평

균제곱(least mean square; LMS)방법과 회귀최소제곱(recursive least square;

RLS)방법을 들 수 있다.

(1) LMS 알고리즘

Non-recursive 계의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 시스템모델을 일반화(다중 입력)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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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Wk 는 (L+1)의 디멘젼을 갖는 weight vector이고, xk 는 입력 벡

터이다. Wk를 결정함에 있어 오차함수(error function) 또는 성능함수(performance

function)dl 최적화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적응신호처리방법의 핵심이며 이 때 오차

함수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로 다름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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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된 MSE는 이의 미분치가 영인 점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Wk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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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measured output

그림2.2.1. Non-recursive 계의 적응신호처리 개념

(2) RLS 알고리즘

RLS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weight vector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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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에 의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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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Recursive 계의 적응신호처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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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음향탐지 신호처리기법 평가

1. 평가방법

물 누출에 따른 소듐-물 반응 탐지를 위한 음향신호처리방법은 음향신호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수소기포에 의한 음향신호

는 비교적 저주파로 알려져 있으므로 저주파수의 특성을 갖는 배경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소량누출에 따른 음향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약 -20

dB의 신호대 잡음비(SNR) 를 갖는 입력신호를 분석해야 한다.

반면 물-소듐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트음과 Droplet 음은 비교적 고주파

수 영역을 갖는 신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저주파 특성을 갖는 배경잡음의 영

향을 적게 받으므로 신호대 잡음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음향신호를

배경잡음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대신에 고주파수의 데이터 취득에

따른 계산 데이터량의 증가로 신호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시에는 배경잡음으로부터의 원신호 구별

또는 분리문제와 계통의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처리논리의 계산시간이 주

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후보 신호처리방법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SNR 에 따

른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가. 신호특성 평가방법

(2) 데이터의 정상성 (Stationarity)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의 데이터가 통계적 신호처리모델의 기본전제 조

건인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판단한다. 이것의 평가방법은 다양한 시간에서 다수의

실험에 의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샘플의 정상성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제한된 데이터 샘플만 가용하므로 한 경우 의 측정 샘플 내에서 데이터의 특

성을 파악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정상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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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블록(N)간의 상사성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며 신호의

확률분포가 어느 정도 일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샘플의 한계에서 신

호처리이론을 도입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소듐-물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음향신호가 동일한 물리적

현상 하에서 동일한 신호특성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향후 전개될 신호처리이

론을 적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음향신호가 동일한 물리적 현상 하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물-누출의 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랜덤 신호 또는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호의

정상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상성 여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샘플 신호를 N=8192개로 각각 분할(R1, R2, , Rn)하여 이들 각각을 전

체 실험 집단(ensemble)의 랜덤 샘플로 취급한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집단평균

(ensemble average)이 동일한지, 시간지연후의 자기상관이 동일한지(아래 식 참조)

를 판단한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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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집단평균과 시간평균이 동일한지를 평가한다.(식 2.3.2 참

조) 이를 위해 각 데이터 샘플에 존재하는 8192개에 대한 시간평균과 집단평균을

구하여 이것이 동일한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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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제 응용측면에서 각 8192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샘플들이 동

일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FFT를 이용한다. 실제로 측정

된 신호가 정상성을 갖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시간-주파

수 분석을 들 수 있다. 주파수 만 분석할 경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샘플이 정상성

을 갖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가상 주파수 피크는 나타날 지라도 샘플의 특성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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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stationarity

Ensemble 평균의 불변성  

 

 자기상관의 시간 지연 
의존성                

 

FFT결과의 일치여부

계산된 ensemble 평균들의 
편차가 5% 이내.

시간지연에 따른 
자기상관값의 편차가 5% 
이내

피크 주파수의 동일여부

Ergodicity
시간평균과 ensemble 
평균의 동일여부

시간평균과 ensemble 평균의 
편차가 5% 이내

표 2.3.1 데이터의 정상성의 평가방법 및 기준

수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파수 분석만으로는 정상성을 갖는지 아닌지를

실제로 판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시간-주파수 분석의 경우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고른 분포를 갖고 있다

면 정상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한다면 비정

상성(Non-stationar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파수 분석만으로도 충

분한 물리적 특성을 탐지할 수 있다면 시간-주파수 분석이 필요 없이 각 분석 샘

플들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동일한지를 평가함으로서 주파수 분석을 이용한 탐지논

리를 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데이터의 정상성에 대한 평가방법 및 허용기준은 표 2.3.1에 나타나 있

다.

(2) 누출신호 및 배경잡음의 특성주파수 평가

배경잡음과 누출신호의 특성주파수가 상호 일치할 경우 누출신호는 감지하기

는 쉽지 않다. 특히 저 SNR 하에서의 누출신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

라서 누출신호의 특성주파수가 배경잡음의 특성주파수와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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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의 
특성주파수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에 
대해 FFT를 수행하고 
주요 peak 값을 찾는다.  

특성주파수가 다른지를 
평가한다.

누출신호의 
특성주파수가 배경잡음 
특성신호의 500 Hz 밖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평가방법은 각 신호에 대해 FFT를 수행하여 주요 피크를 비교한다. 이를 통

해 다음절에 언급될 스펙트럼 평가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2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의 특성주파수 평가방법 및 기준

2. 스펙트럼 추정(spectral estimation)방법

가. 스펙트럼 추정(spectral estimation)방법

(1) 최적의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정을 위한 평가

스펙트럼 추정방법은 신호의 PSD를 계산하여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

용된다. 가장 가본적인 PSD 계산방법은 FFT를 통해 구하는 방법이나 FFT가 갖

는 고유의 제한성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PSD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

안되어 왔다.[참고문헌] 본 절은 음향신호처리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교적 누출규모가 큰 즉, SNR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의 누출 탐지논리에 사용될 방법을 제안하는데 사용될 것이

다.

(나) 평가방법 및 기준

스펙트럼 추정의 주요소는 스펙트럼 분석의 해상도/정확도, 추정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샘플수,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처리시간, 결정논리에 필요한 후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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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주파수 해상도

구별가능한 최소 주파수 
간격을 평가

시험/이론식에 근거 계산

된 값을 이용하여 허용기

준과 대비

최소 주파수 허용기준은 1 
Hz 임

이 기준은 공학

적인 판단기준이

며 사용주파수 
밴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파워의 상대적 
구별성 

스펙트럼상의 주 피크를 
파워값을 계산하고 인접

부분의 저 피크를 가진 
스펙트럼의 파워값과 비
교함

상대적인 차이가 많이 날
수록 보다 좋음

신호특성(SNR)에 
따른 민감도

주파수특성신호와 노이

즈신호 (SNR)의 비에 따
른 스펙트럼 구별성

특정주파수 power 가 70% 
이하 되는 SNR 값 

표 2.3.3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정을 위한 해상도/정확도 평가방법 및 기준

복잡성 그리고 탐지논리에 사용되는 타 논리와의 연관성 등이다.

① 해상도/정확도

스펙트럼의 해상도는 주파수 해상도와 파워(power) 의 상대적 구별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펙트럼 해상도는 정해진 데이터 샘플 내에서 최소인접 주파수

를 얼마만큼의 해상도를 갖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한다. 파워의 상대적

구별성은 주 스펙트럼 피크의 파워와 인접된 스펙트럼 파워의 비율을 비교한다.

아울러 신호특성에 따라 각 방법의 유효성도 점검한다.

표 2.3.3은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나타낸다.

② 최소 샘플 데이터 수

스펙트럼 추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샘플 수는 향후 누설탐지 논리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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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최소 샘플 

데이터 수

128, 256, 512, 1024, 2048 
개의 샘플데이터를 선정

하여 8192개의 결과와 
스펙트럼의 형상비교 

피크 주파수의 일치유무

(100% 일치하여야함)

피크주파수의 상대적 크
기 (70 %까지허용)

표 2.3.4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정을 위한 최소 샘플 데이터 수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신호처리시간

각각의 방법에 대한 최
소 데이터 샘플 수를 기
반으로 뎃셈/곱셈 연산

1 초 이내 

표 2.3.5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정을 위한 처리시간 평가방법 및 기준

할 때 처리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가능한 적은 샘플 데이터수

를 추출하여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스펙트럼 평가방법에 대해 최소의 샘플로 전체 모집단을 근사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 2.3.4는 평가방법 및 기준을 나타낸다.

③ 처리시간

스펙트럼 평가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예상처리시간을 평가

한다. 처리시간은 샘플데이터의 수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경우 (나) 번에서 평가한

최소 샘플데이터 수를 근간으로 각각의 스펙트럼 추정논리에 대한 소요시간을 평

가한다. 실제 시스템에서의 처리시간은 프로세서의 처리특성 등에 따라 상당히 차

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덧셈/곱셈의 계산량을 근거로 한번의 덧셈/뺄셈을

수행하는데 컴퓨터 내에 약 20 instructions 이 소요되는 걸로 가정하여 100 MIPS

의 성능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소요시간을 산정한다.

표 2.3.5는 평가방법 및 기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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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하여 100 MIPS의 
성능을 갖는 컴퓨터시스

템에서의 소요시간 산정

(한번계산에 20 
instructions 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피크값 산출

피크PSD를 구하기 위해 
수학적 계산시 필요한 
예상 후처리 과정을 

평가 

(예, smoothding 등)

후처리가 필요없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음

표 2.3.6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정을 위한 후처리 복잡성 평가방법 및 기준

④ 결정논리에 필요한 후처리의 복잡성

스펙트럼 추정의 결과는 주파수의 크기 또는 PSD 등으로 나타내어진다.

각 방법 마다 그 결과의 형태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접한

주파수에 또 다른 피크가 생성되어 결정논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크 크기

또는 기울기 등을 구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일정구간의 평균 또는 분산,

RMS 등의 계산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여기에서는 후처리라 정의한다.

따라서 각 스펙트럼 추정방법별로 이러한 후처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평가한

다.

표 2.3.6은 평가방법 및 기준을 나타낸다.

⑤ 타 논리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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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타논리과의 
연계성

스펙트럼분석에 
사용되었던 계산논리가 
타 논리에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 

Linear prediction의 
입력사용가능여부

표 2.3.7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정을 위한 타 논리와의 연계성 평가방법 및 기준

스펙트럼 추정방법은 비교적 큰 규모의 누출, 즉 1차 사건전파

(self-wastge 이후) 후 muti-wastage 단계로 진입전의 누출탐지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self-wastage 단계의 조기탐지를 위해서는 스펙트럼 추정방법외

에 향후 평가될 시스템 모델링 방법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스펙트럼

추정방법과 타 모델링 방법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

상상태의 운전조건에서 탐지논리은 미량누출을 탐지하기 위해 모델링 방법을 통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게 되고, 만일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스펙트럼 추정을 통해 검증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연관관계는 시스템 모델링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스

펙트럼 추정에 이용한다면 처리시간을 줄이고 논리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표 2.3.7은 평가방법 및 기준을 나타낸다.

(2) 스펙트럼 추정방법의 신호대 잡음비에 따른 측정 민감도 평가방법

5.2.1절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스펙트럼 추정방법을 통하여 누출신호와 배경

잡음의 SNR에 따른 측정 민감도를 평가한다. 5.1.2절의 평가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누출음의 특성주파수에 대해 SNR의 변화시키면서 배경잡음하에서 누출음의 특성

주파수가 구별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누출음의 피크를 나타내는 특정 주파수영역에서 배경잡음의 PSD 값을 Pb 라

하고 누출음의 PSD 값을 Pl 이라 하면 정상상태인 경우 특정주파수 피크에서의

PSD 값은 Pb 이고 누출이 존재하는 비정상상태의 경우의 PSD 는 Pb + Pl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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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누출특성주파수

의 PSD 크기

누출을 나타내는 
특성주파수대역에서 
배경잡음의 PSD 

크기와누출+배경잡음의 
PSD 크기 비교

PSD 크기변화가 5dB 
이상이어야 함

누출특성주파수

의 PSD변화량

누출을 나타내는 
특성주파수의 PSD 

변화량과 
누출+배경잡음의 PSD 

변화량 비교 

기울기의 변화가 
0.3이상이어야 함

표 2.3.8 스펙트럼 추정방법에 의한 누출여부 측정민감도 평가방법 및 기준

로그 스케일 상에서 비정상상태의 PSD 값에서 정상상태의 PSD 값을 빼어

일정한 값 이상이면 누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PSD 값이 고정적이지 않다. 즉 신호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정영역의 피크 값은 변할 수 있으므로 상기의 피크 값만 가지고 누출여

부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누출음이 갖는 특정주파수 피크근처의 기울

기도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정상상태 즉 배경잡음하의 특정주파수영역의 PSD

기울기와 비정상상태의 PSD 기울기를 비교하여 누출특성을 찾는다.

표 2.3.8은 스펙트럼 추정방법에 의한 누출 여부의 측정민감도 측정방법 및

기준을 나타낸다.

나.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

(1) 자동회귀모델의 제곱평균 예측오차(MSPE)를 통한 SNR 민감도

정상상태의 증기발생기에서 AE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신호는 배경소음이다.

물 누출이 발생하면 소듐-물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추가적인 음향신호가 입력되게

되어 시스템 변수가 변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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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SNR에 따른 
MSPE를 이용한 
누출감지 민감도

정상상태에서 추정된 
시스템 변수와 

비정상상태에서 추정된 
시스템 변수의 MSPE를 

비교 

SNR은 0, -5, -7, -10, -15, 
-20 dB로 분류하여 각각 

정상상태에서 추정된 
MSPE 의평균값 보다 

3배이상 될 경우 
이상상태로 간주. 즉 

누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5배 이상일 경우 확실한 

표 2.3.9 자동회귀모델의 제곱평균 예측오차(MSPE)를 통한 SNR 민감도

평가방법 및 기준

따라서 소듐-물반응의 탐지는 정상상태의 신호시스템을 xn([n]이라하면 누출

이 발생할 경우 신호시스템은 xn([n]+xl([n] 이된다. 이 경우 배경잡음과 누출음향

신호는 상호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Uncorrelated)

누출 탐지방법은 정상상태 즉 배경잡음의 신호인 xn([n]에 대한 선형 모델링

을 수행하여 추정된 정상상태의 신호 시스템 함수를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고,

누출신호가 가미된 비정상 상태의 누출 신호시스템에 대해서도 시스템 함수를 추

정하여 이를 정상상태의 그 결과와 비교한다. 따라서 정상상태인 경우 MSPE는

영값 근처에서 유지하다가 비정상상태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지게 된다.

P 차 AR 모델링에 의해 추정된 시스템 파라메터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å
=

--=
p

k
k knxanx

1
][ˆ][ˆ

(2.3.3)

MSP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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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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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표 2.3.9는 전술한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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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이상상태임

(2) 시스템 적응도(추종도)를 통한 SNR 민감도 평가

적응시스템은 주어진 환경의 변화나 시스템 요건의 변경에 대하여 자동적으

로 적응 (자체 최적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적응 시스템은 non-stationary

신호처리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계공정이 성취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적응신호처리를 통해 신호시스템의 특성파악(system identification), 노이즈

제거(noise cancellation), 신호예측(adaptive signal prediction) 등을 수행할 수 있

다.

본 평가에서는 신호특성파악(system identification) 을 통해 SNR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적응도(추종도)를 바탕으로 탐지민감도를 평가하고, 다음으로 배경잡

음을 가능한 한 제거한 후의 시스템 특성과 PSD 특성을 통한 탐지 민감도를 평가

한다.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SNR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상상태(SNR>>) 즉 배경잡음의 시스템 함수를 구한다. 이 방법의 특징

은 배경잡음이 기준신호가 되고 누출신호는 외란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 정상상태의 시스템 함수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상기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하여 수번(5번)의 반복계산만에 정해진 시스템 변수를 잘 추종함을 확

인한다.

- 누출신호가 배경잡음의 1%일 경우 (-20 dB) 시스템의 추종도를 계산한다.

이 때 알고리즘은 20번 반복계산하고 10에서 20번 사이의 각 시스템 계수

의 RMS값과 기준신호의 시스템 계수값의 차를 구한다.

- SNR이 -15, -10, -7, -5, 0 dB일 경우 상기과정을 각각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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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시스템 적응도를 
통한 SNR 민감도 

평가

전술내용 참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계수의 차이가  0.05 이상

표 2.3.10 시스템 적응도(추종도)를 통한 SNR 민감도 평가방법 및 기준

표 2.3.10은 상기방법에 대한 평가방법 및 허용기준을 요약한다.

다. 배경잡음 제거를 통한 누출탐지성능평가

(1) 적응필터를 통한 배경잡음제거의 SNR 민감도 평가

이 방법에서는 적응신호처리 이론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LMS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배경잡음을 최대한 제거시킨 후 그 결과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SNR에 따른 누출 탐지 민감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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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적응필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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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시스템모델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
T
k

L

i
ikikk xxby Bå

=

==
0 (2.3.5)

여기에서 Wk 는 (L+1)의 디멘젼을 갖는weight vector이고, xk 는 입력 벡터

이다. Wk 를결정함에 있어 오차함수(error function) 또는 성능함수(performance

function)dl 최적화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적응신호처리방법의 핵심이며 이 때 오차

함수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로 다름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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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MS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kkkk XeBB m21 +=+ (2.3.8)

여기에서m 는 gain constant 로서 적응필터의 추종속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

는 인자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상기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배경잡음과 누출신호가 혼합된 신호를 그림 2.3.1 의 signal+noise 항에 입

력한다. 이 신호는 실제 플랜트에서는 항상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신호로 가정한다.

- 기준이 되는 누출신호를 적응필터의 입력단(reference input)에 입력한다.

이 신호는 정상상태의 플랜트 신호로서 이미 특성이 알려진 기준신호이다.

- LMS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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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적응필터를 통한 
노이즈제거

전술내용 참조

배경잡음의 PSD 피크가 
감쇄되는지 확인

누출신호와 비교하여 
PSD 피크가 동일한지 

확인

노이즈 제거 후의 
SNR 민감도

전술내용 참조

SNR 별로 PSD 구한다음 
평가기준은 스펙트럼 
추정평가기준과 동일

- 계산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누출신호와 적응필터에 의해

배경잡음이 제거된 계산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구한다. 만일 이의 상관관

계가 혼합신호와 누출신호의 상관관계보다 크게 나타나면 배경잡음 제거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 Mu 값을 변화 (0.1, 0.2, 0.3, 0.4, 05..등)시키면서 배경잡음 제거가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mu 값을 찾는다.

- 출력된 데이터에 대하여 AR 모델을 이용하여 PSD를 구한 다음 실제

누출데이터의 PSD및 배경잡음의 PSD와 비교한다. 누출신호와 피크 특성

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배경잡음의 피크 특성이 감소하였다면 필터를 통해

구해진 데이터는 유용한 데이터이다.

- SNR 을 변화시키면서 상기과정을 반복한다.

- SNR 별로 출력된 Data를 바탕으로 PSD 를 통한 SNR 민감도를 재 조사

한다.

표 2.3.11은 상기방법에 대한 평가방법 및 허용기준을 요약한다.

표 2.3.11 적응필터를 통한 배경잡음제거의 SNR 민감도 평가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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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비고

밴드저지필터를 
통한 PSD 민감도

전술내용 참조
스펙트럼 

추정평가기준과동일

표 2.3.12 필터를 통한 누출탐지 SNR 민감도 평가방법 및 기준

(1) 밴드저지 필터를 통한 누출탐지성능평가

음향신호처리에서의 최대난점은 누출신호음보다 배경잡음음이 더욱 커서 설

사 누출음의 특성주파수를 파악했다 할지라로 배경잡음에 묻혀 이를 구별하지 못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누출음의 특성주파수 인근영역에 대해

배경잡음의 특성주파수에 해당하는 일부 주파수영역을 제거함으로서 누출음의 특

성주파수를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도입목적이다.

이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스펙트럼분석에서 사용된 누출 특성주파수 영역 (피크로부터 +-500 Hz)을

제외한 인근영역에 대해 밴트 저지필터를 이용하여 일정영역(필터영역 : 1

KHz)의 혼합신호를 제거한다.

- SNR 을 변화시키면서 상기과정을 반복한다.

- SNR 별로 출력된 Data를 바탕으로 PSD를 통한 SNR 민감도를 재조사한

다.

표 2.3.12는 상기방법에 대한 평가방법 및 허용기준을 요약한다.

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누출확률 평가

상기에서 얻은 각 데이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누출 확률을 평가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방법별로 도출된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으로 신경회로망을 적용한

다. 이는 각 방법별 누출 민감도를 수치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논

리는 개별적 또는 각 방법의 혼합이 될 수 있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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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각 신호처리방법의 누출탐지확률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

다.

- 신경회로망의 최종 출력값은 0~1 범위를 기본으로 한다.

- 0 ~0.4 의 출력값은 누출이 없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배경잡음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 0.4~ 0.6의 출력값은 누출인지 아니면 누출이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경

우이다. . 따라서 이 영역은 불감영역으로 정의한다.

- 0.6 ~ 1.0 사의의 값은 누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 신경회로망에 입력되는 기준값은, 누출이 존재하지 않는 즉 배경잡음만 존

재하는 경우에는 기준값을 0.1 로 입력한다.

- 누출임음 알리는 기준값은 배경잡음과 누출음의 SNR이 0일 때를 기준으

로 0.9를 입력한다.

- 각 방법에 대한 학습은 배경잡음의 경우 150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누

출의 경우에서 SNR=0 인경우의 150 개 데이터를 이용한다.

- 학습에 따른 오차목표는 1.0E-5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000번의 반

복학습을 실시한다.

- 은닉층의 노드수는 입력노드(N)의 2N+1 로 정한다.

- 데이터의 특성이 심각하게 선형화되지 않았을 경우 입력값을 사용하기 위

해 로그 및 지수함수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AR모델에 의한 MSPE의 경

우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지니므로 이를 선형화하기 위해 로그

함수를 사용한다.

-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각 방법별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350개의

데이터에 대해 적용하여 그 결과값을 확률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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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개의 데이터는 0 dB, -3 dB, -7 dB, -10 dB, -15dB, -20 dB 총 6가

지의 데이터의 조합이며 각각의 데이터는 50 개이다.

- 누출크가와 관련하여 신경회로망 학습을 위해 SNR 별로 별도의 다른 목

표치는 설정하지 않으며 모든 혼합신호의 목표치는 0 dB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0.9로 통일한다. 즉 온오프식의 신경회로망을 이용한다.

- 입력변수가 하나일 경우 신경회로망은 큰 의미가 없으나, 기준의 통일화를

위해 신경회로망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AR 모델의 MSPE 값은 하나의

입력값을 생산하므로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지 않고도 일정한 무턱치를 두어

탐지확률을 구할 수 있다.

2. 평가 결과

가. 평가에 사용된 신호

(1) 일반

본 평가에 사용된 신호는 다음과 같다. 누출신호로는 PFR의 증기발생기에서

의 증기분사를 통한 누출신호이며 배경소음신호로는 PFR증기발생기에서 전출력으

로 운전할 경우에 측정한 신호이다. PFR에서 측정한 누출신호는 약 1 g/sec 의 누

출신호이며 이는 원자로 전출력시 증기발생기 튜브 다발영역으로 분사될 경우 배

경소음에 비해 약 10-20%, 비교적 장애물이 없는 소듐공간에 분사될 경우에는 약

30-50%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의 누출량에

따른 SNR 기준은 1g/s 의 물/증기 누출시 SNR은 약 -7 dB 정도로 설정하였다.

PFR 의 실험으로부터 발생한 음향신호는 Endevco Type 7704A-17 가속도센

서를 통해 얻었으며, 가속도 센서의 민감도는 17 pC/g 이고 공명주파수는 45 kHz

이다. A/D sampling 주기는 160 kHz 이고 분석가능한 주파수 영역은 0-80 kHz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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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배경잡음(왼쪽)과 누출신호(오른쪽)의 각 데이터 블록에 대한

앙상블 기대치

(2) 누출탐지성능(SNR 민감도) 평가를 위한 신호조합

PFR 실험 데이터의 경우 1g/s 증기분사시의SNR 은 약 -7 dB 로 나타났으

므로 0, -3, -7, -10, -15, 그리고 -20 dB의 SNR을 갖도록 누출 데이터의 신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배경소음신호와 결합하였다. 그러나 누출량에 따라 소듐-물

반응에 의한 음향신호의 특성 주파수는 변동(shift)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평가

에서는 특성주파수를 고정하고 단지 SNR의 변동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였다.

나. 신호특성평가결과

(1) 데이터의 정상성

(가) 정상성

그림 2.4.1은 배경잡음에 대해 각각의 데이터 블록의 앙상블 기대치를 나타

낸다. 앙상블 기대치는 약 -0.02 였고 앙상블 평균의 분산은 4.9 x 10-5 로 나타

났다. 이는 5절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값이다.

다음으로 정상성 요건인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가 동일한

시간간격의 시간지연이 있을 경우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

과는 그림 2.4.2 에 나타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각각의 다른 데이터 표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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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배경잡음 각 데이터 블록의 자기상관함수

해 자기상관함수를 계산한 결과 일정한 시간지연 하에서는 동일한 자기상관함수

모양을 갖고 있으며 그 값의 차이도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시간지연상

수는 약 38데이터, 즉 2.4E-4 sec 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기상관함수측면에서도 정

상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배경잡음 누출신호

lag t t +τ t t +τ

10 -0.0654 -0.0579 0.2839 0.3314

20 -0.0767 -0.0212 -0.261 -0.3201

30 -0.0587 -0.0963 -0.7133 -0.7025

40 0.3932 0.4098 -0.0432 -0.0464

50 -0.2681 -0.2955 0.564 0.5913

60 -0.0008 0.0759 0.4547 0.4483

70 -0.0042 -0.041 -0.264 -0.2567

80 0.2672 0.2678 -0.5824 -0.5961

90 -0.2816 -0.2576 -0.2414 -0.2545

100 0.0026 0.0183 0.4431 0.462

표 2.4.1 자기상관계수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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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시간지연에 따른 자기상관계수값의 차이

데이터의 ergodicity를 살펴보기 위해 앙상블 평균과 시간평균을 구한 결과

는 그림 2.4.4 에 나타나 있다. 앙상블평균과 시간평균의 차이를 구한결과 영에 가

까운 작은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이값의 분산은1.7 x 10-4 으로 나타나 5절에의 허

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5 배경잡음 각 데이터 블록에 대한 앙상블 기대치와 데이터 블록

시간평균치의 차

다음으로 각 표본의 주파수 특성이 동일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 10, 30,

50 및 70의 FFT 결과를 살펴보았다(그림 2.4.5 및 2.4.6 참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출신호 및 배경잡음 모두 데이터 표본이 달라

짐에 따라 특성주파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단지 그 크기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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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배경 잡음에 대한 각 표본 집합의 FFT결과

(a) set 10, (b) set 30, (c) set 50, (d) set 70

그림2.3.7 누출신호에 대한 각 표본 집합의 FFT결과

(a) set 10, (b) set 30, (c) set 50, (d) set 70

상기의 분석결과로부터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는 정상성 기준을 거의 만족

하고 있으므로 근사적으로 정상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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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전개될 모델링 기반의 신호처리 평가에서 사용되는 기본가정

인 정상성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배경잡음과 누출신호의 상호상관관계(cross correlation)

배경잡음으로부터 누출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가정은 두

신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상관관계가 많다면 배경잡음과 누출

신호를 이론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모델링에 의한 신호처리 방법은 불가능하

다.

그림 2.4.7은 배경잡음과 누출신호와의 상호상관함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

림상에 나타난 푸른 선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점이다. 그림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극히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두 신호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혀 다른 별개의 신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신호에 대해 어떠한

시스템 모델링 접근방법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2.3.8 배경 잡음 신호와 누출 신호의 상호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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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출신호 및 배경잡음의 특성주파수 평가결과

누출신호의 특성주파수가 배경잡음의 특성주파수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앞 절의 그림 2.4.5 및 2.4.6을 살펴보면 배경잡음의 경우 주요 피크는 4

KHz, 17 KHz, 21 KHz, 30 KHz 부근, 그리고 40 HKz 부근에서 현저하게 나타남

을 알 수 반면에 누출음의 경우 약 2.7 KHz, 8 KHz, 17 KHz, 20 KHz, 25 KHz,

30 KHz, 40 KHz, 43 KHz 등지에서 주요 피크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

지를 종합하면 배경잡음과 누출신호의 특성주파수가 상이한 구간은2.7 KHz, 8

KHz, 25 KHz, 4.3 KHz 등이며, 이 중 43 KHz 부근은 배경잡음의 영향으로 그 차

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에 의한 평가는 2.7

KHz, 8 KHz 및 25 KHz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스펙트럼 추정(spectral estimation)방법 평가결과

(1) 최적의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가) 정성적 평가결과

표 2.4.2는 스펙트럼 추정 방법들에 대한 정성적 장단점 및 계산시간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고전적인 방법의 장점은 계산시간이 비교적 짧고 sinusoidal 형태

의 프로세스의 경우에 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sidelobe의

신호가 크므로 mainlobe의 응답이 억제될 수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가용

한 데이터 기록시간으로 제한된 주파수 해상도를 갖는 단점과 sidelobe의 영향으로

주파수 spectrum이 왜곡될 수 있다.

표 2.4.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산량은 전통적인 PSD 계산방법인 FFT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으며 ALMA 및 MLSE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AR모델의 경우 모델차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델차수가 잘 선정될

경우 계산량은 중간순위에 있으며, 비교적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향후 음향신호처리에 좋은 후보군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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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대략적 
계산량

장점 단점 비고

Periodogram
(FFT Version)

Nlog2N

-계산이 가장간단

- PSD 추정이 
불필요함(반복계산 

필요없음)

-해상도가 떨어짐

-데이터량이 적을 
경우 성능저하

- sidelobe의 leakage로 
인해 main signal 왜곡

Harmonic 
system에 잘 

적용됨

Blackman &
Tukey(BT)

NM + MS

- 모델차수(M)이 
데이터갯수(N)보다 
현저히 작을 경우 
계산이 가장간단

-해상도가 떨어짐

- sidelobe의 leakage로 
인해 main signal 왜곡 

Harmonic 
system에 잘 

적용됨

AR
(Yule-Walker)

NM + M2 + 
MS

- FFT, BT 방법보다는 
해상도가 높음

- sidelobe의 효과가 
없음

- 모델차수에민감

- 타 AR 방법에 비해 
해상도 떨어짐

System id, linear 
prediction 및 
적응필터에 

이용됨

AR
(Burg)

NM + M2 + 
MS

- 저 잡음의 환경에서 
좋은 해상도

- 적은 데이터 
기록에도 좋은 성능을 

나타냄

- sidelobe 의 효과없음

- 모델 차수에 민감

- 주파수 추정시 
bias 있음

- Recursive Least 
Square algorithm

AR
(LS)

NM + M2 + 
MS

-타 AR방법보다 좁은 
주파수 영역에서 좋은 
응답특성을 나타냄

- sidelobe의 효과 없음

- 주파수 추정시 bias 
적음

- 모델차수에 민감

ALMA
(Yule-Walker)

NM + M3 + 
MS

- 모델차수를 잘 
선정할 경우 좋은 

성능을 얻음

- AR, MA 모델의 
차수에 민감

MLSE 
NM + M3 + 

MS

- 해상도는 BT 보다 
좋음

- AR 모델보다 
해상도 떨어짐

표 2.4.2 스펙트럼 분석 방법의 정성적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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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적 평가결과

① 최고/최저값의 차 (Peak & Valley)

상기에서 분석된 누출 특성 주파수에 대해 FFT 기반의 Periodogram, AR

모델에 의한 스펙트럼 추정방법, 그리고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알

고리즘 대표적 스펙트럼 추정방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5 KHz의 특성

주파수 부근의 분석을 위해 2 ~4 KHz 구간, 25 KHz의 특성주파수 분석을 위해

23 ~ 27 KHz 영역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Periodogram의 경우 그림 2.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필요한 피크가 많

이 나타나므로 피크의 특성을 살피기 힘들다. 따라서 각 데이터 값을 계산할 때

인근의 10 개 데이터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3.9 배경 잡음 신호와 누출 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

누출 특성 주파수 부근의 최대 최소값을 SNR 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4.3에 나타나 있으며 이것의 결과를 SNR 별 그래프로 도시하면 그림 2.4.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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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1(2.7KHz) Freq2(25KHz)

SNR Left Right Left Right

0dB 4.5587 6.012 27.6 26.685

-5dB 5.7987 -0.65042 17.386 21.059

-7dB 5.6418 -1.7611 13.924 17.167

-10dB 5.1526 -2.2457 6.5058 10.176

-15dB 5.0149 -2.2146 -4.7742 -1.2793

-20dB 4.8604 -2.1405 -2.8934 0.5564

표 2.4.3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의 SNR별 최대 최소값 (periodogram)

그림 2.3.10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의 SNR별 최대

최소값(periodogram)변화

누출음의 특성주파수에 상응하는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배경잡음의 최대

최소값을 비교하면 표 2.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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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1(2.7KHz) Freq2(25KHz)

Left Right Left Right

5.1879 -1.6963 -3.7946 -0.35869

표 2.4.4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에서의 배경잡음의 최대 최소값

(periodogram)

그림 2.3.11 자동회귀(AR) 기반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

전력스펙트럼밀도

자동회귀모델을 이용한 스펙트럼 추정방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Yule-Walker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 AR 모델의 경우 모델차수에 의해 스펙트

럼의 해상도가 결정되는데 모델차수를 22차(다음절 참조) 로 최적화하여 스펙트럼

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 periodogram 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으

므로 인근 데이터의 평균값을 취할 필요가 없다.(그림 2.4.10 참조)

이 방법을 이용하여 누출 특성 주파수 부근의 최대 최소값을 SNR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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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1(2.7KHz) Freq2(25KHz)

SNR Left Right Left Right

0dB 2.5461 5.304 -1.1957 1.3352

-5dB 1.0187 -1.9758 -6.6916 0.81176

-7dB 0.82309 -2.8612 -7.2168 0.80942

-10dB 0.70193 -3.3222 -7.4315 0.80728

-15dB 0.64827 -3.4672 -7.4886 0.80684

-20dB 0.63675 -3.4832 -7.495 0.80707

표 2.4.5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의 SNR별 최대 최소값 (AR 기반)

살펴본 결과는 표 2.4.5에 나타나 있으며 이것의 결과를 SNR 별 그래프로 도시하

면 그림 2.4.11 과 같다.

그림 2.3.12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의 SNR별 최대 최소값 (AR 기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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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1(2.7KHz) Freq2(25KHz)

Left Right Left Right

0.63233 -3.4857 -7.4962 0.80724

표 2.4.6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에서의 배경잡음의 최대 최소값 (AR 기반)

그림 2.3.13 MUSIC기반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 전력스펙트럼밀도

누출음의 특성주파수에 상응하는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배경잡음의 최대

최소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음으로 MUSI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 PSD 데이터는 그림 2.4.12

에 나타나 있다. 누출 특성 주파수 부근의 최대 최소값을 SNR 별로 살펴본 결과

는 표 2.4.7에 나타나 있으며 이것의 결과를 SNR 별 그래프로 도시하면 그림

2.4.13과 같다. 이 경우도 periodogram 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

으므로 인근 데이터의 평균값을 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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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1(2.7KHz) Freq2(25KHz)

SNR Left Right Left Right

0dB -0.06628 10.114 1.181 0.84534

-5dB -1.9049 2.8906 -0.09201 -0.04691

-7dB -1.5739 1.4841 -0.12015 -0.05469

-10dB 0.32508 -1.7113 -0.13772 -0.06125

-15dB 0.45724 -2.4122 -0.14289 -0.06526

-20dB 0.46548 -2.471 -0.14331 -0.0657

표 2.4.7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의 SNR별 최대 최소값 (MUSIC 기반)

그림 2.3.14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의 SNR별 최대 최소값 (MUSIC

기반) 변화

누출음의 특성주파수에 상응하는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배경잡음의 최대

최소값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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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1(2.7KHz) Freq2(25KHz)

Left Right Left Right

0.46499 -2.4726 -0.14335 -0.06575

표 2.4.8 누출 특성주파수 부근에서의 배경잡음의 최대 최소값 (MUSIC

기반)

② 주파수 해상도 (Frequency Resolution)

Periodogram의 경우 주파수 해상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Samples of # theN    86.0
==

N
f pd

(2.3.9)

Periodogram의 경우 2048 개의 데이터가 최소단위(최소 데이터 샘플수 평

가결과 참조) 이므로 주파수 해상도는 약 0.004 Hz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동회귀모델의 주파수 해상도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SNR 10,pfor    
)]1([

03.1
31.0 =>

+
= hh

h
d

pp
f AR

(2.3.10)

여기에서 p는 모델차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AR의 경우 최소데이터 샘플 수 512개(최소 데이터 샘플수 분석결과

참조)와 모델차수 22, 그리고 nu 값을 10으로 주면 주파수 해상도는 약 0.06 Hz로

계산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주파수 해상도의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MUSIC의 경우에도 모델링 기반이므로 자동회귀의 경우와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예측된다.

③ 최소 필요 데이터 샘플 수 (minimum number of data block)

각 방법에 대한 최소 필요 데이터 샘플 수를 분석하였다. 표 2.4.9는 데이터



- 54 -

샘플수 Periodo AR MUSIC

128 -30.188 -31.624 27.579

256 -26.134 -29.984 24.881

512 -22.969 -27.813 33.074

1024 -21.728 -28.267 33.851

2048 -25.668 -31.894 32.61

8192 -19.469 -32.261 31.117

표 2.4.9 데이터 샘플수별 특성주파수 피크의 크기변화

샘플수 Periodo AR MUSIC

128 -52.704 -54.189 -15.445

256 -48.134 -52.545 -1.305

512 -39.956 -43.331 8.188

1024 -39.299 -44.109 17.271

2048 -38.437 -46.639 14.286

8192 -35.855 -45.659 17.939

샘플 수별 두 개의 피크 주파수의 크기변화를 나타낸다.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192개의 데이터 블록으로 계산한 특성주파수 피

크값의 90% 이상되는 최소 데이터 샘플 수는 Periodogram 의 경우 2048개, 자동

회귀모델의 경우 512 개, MUSIC 알고리즘의 경우 1024개로 나타났다. 이 값들은

음향신호를 분석함에 있어 최소로 필요한 데이터 샘플 수이다.

④ 신호처리 지연시간 (processing delay time))

각 방법별 신호처리 지연시간은 각 방법의 이론식으로부터 필요한 곱하기/

덧셈연산의 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을 컴퓨터 성능과 결부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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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지연시간은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과 직결된다. 따라서 현재 보편적인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을 참조하여 프로세서 성능이 100 MIPS (mega indtruction

processing/second)인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하나의 덧셈/곱셈 연산에 걸리는

instruction 수는 보수적으로 100 instructions/calculation 으로 설정하였다.

Periiodogram 의 경우 FFT 기반이므로 계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대략 표현

된다.

NNCN period 2log= (2.3.11)

AR Yule-Walker 방법의 경우에는

2
_ 2PNPCN yulear += (2.3.12)

MUSIC 알고리즘의 경우

32PNPCNmusic += (2.3.13)

따라서 이 계산량을 기준으로 처리지연시간을 계산하면 Periodogram 의 경

우 약 25 ms, 자동회귀모델의 경우 약100 ms, MUSIC 알고리즘의 경우 약 200ms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⑤ 특성변수 획득을 위한 추가적 처리논리 필요여부

스펙트럼 추정방법에 의해 얻어진 PSD 값을 이용하여 최대값, 최대값과 최

소값의차이, 기울기 등을 산정할 때,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지가 평가되어야 한

다. 특히 periodogram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피크들이 많아 추가적인

연산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기울기 등을

계산할 때 데이터의 평균계산 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periodogram의 경우 이러

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후 연산이 필요하다.

반면에 자동회귀 모델이나 MUSIC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PSD 데이터는

이러한 연산없이 필요한 변수값을 산출해낼 수 있으므로 후처리를 위한 연산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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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⑥ 타 논리와의 연관성

누출탐지논리는 스펙트럼 추정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논리와의 결합에 의해 비로소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 SNR 신호의 경

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스펙트럼 분석에 사용되었던 변수값을 타논리에 그

대로 사용할 경우 계산시간을 현저히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타 논리는 주로 시스템 모델링에 의한 방법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앞서 신

호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성을 유지하므로 선형모델로 충분히 모델링할

수 있다.

선형모델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자동회귀, 자동회귀 및 이동평균, 시스템

전달함수 등이라고 가정할 때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던 계산변수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Periodogram의 경우 단순히 FFT를 수행한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모델링 변수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여타 논리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자동회귀모델을 이용한 스펙트럼 추정방법의 경우 이미 시스템 모

델링을 수행하였으므로 시스템의 선형모델이나 시스템 전달함수가 이미 확보된 상

태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자동회귀모델의 시스템 추정 변수와 실제 신호의

변수의 차를 이용하는 제곱예측오차(Mean square prediction error) 등의 방법에

이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적응신호처리에서 필요한 시스템 전달함수까지도 그

대로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USIC의 경우도 자동회귀모델과 유사하게 시

스템 모델링을 수행하므로 이 값을 타 논리에 사용할 여지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동회귀모델이나 MUSIC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다) 스펙트럼 추정방법의 종합평가

상기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한다. 총 6가지의 항목의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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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해상도는5%, PSD 최대 최소값은 30%, 최소데이터 수는 10%, 처리지연시

간은 30%, 후처리의 필요성은 10%, 그리고 타 논리와의 연관성은 15%를 할당하

였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은 PSD 최대 최소값은 실제 데이터를 생산함에 있어

구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지연시간역시 실시간 측면에서 중요하

므로 30%를 할당하였다. 반면에 주파수 해상도는 누출신호의 특성으로 볼 때 아

주 좁은 영역의 주파수를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난이점이 존재하므로 크게 가중

치를 두지 않았다.

표 2.4.10은 각 방법에 대한 종합판정표이다. 이 결과로부터 누출탐지에 사

용되는 스펙트럼 추정방법은 자동회귀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Method
Frequency
resolution
(Hz)

PSD
peak
valley
(dB)

Minimu
m # of

data
block

Processin
g time##
(Sec)

Post-proces
sing

Relationship
to other
logic

Total

Weight
(%)

5% 30% 10% 30% 10% 15% 100%

Criteria 1 Hz

Lager is
better
(@2.7
kHz,

25 kHz)

90%
peak

attenuati
on

compare
to 8192

data

Less than
500 ms

No is
better

Deep
relation is
better

FFT
based

0.004
(N=2048)

6.7, 3.4 2048 ~25ms
Smoothing
(RMS, SD)

no 60

AR
model

0.06
(p=22)

4.5, 8.5 512 ~100ms no

Use to
MSPE,

Adaptive
model

90

MUSIC 3.0, 1.3 1024 ~200 ms no
Use to
MSPE

75

표 2.4.10 스펙트럼추정방법의 장단점 종합

(1) 자동회귀모델을 이용한 스펙트럼 추정방법의 SNR 민감도 평가

(가) 모델의 유효성 평가



- 58 -

자동회귀모델은 많은 장점을 지님 모델이지만 이 같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

서 몇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델차수의 선정이고, 다른 하나는 추정에러 데이터가

상통계적으로 백색잡음프로세스를 만족하여야 한다.

① 모델 차수 계산 및 선택

최적의 모델 차수 선택은 모델링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모델 차수가 너무

낮게 선택되면 주파수 스펙트럼의 해상도가 나빠지고 원하는 피크값을 잃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차수가 선정되면 의사 피크를 가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스펙트럼의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단일 피크는 두개로 분리되어 각각 별

개의 피크로 나타난다. 불필요한 계산을 복잡도 증가를 초래한다.

모델 차수 선택의 일반적인 방법은 모델 차수의 증가에 따른 모델링 예측

에러값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예측에러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이 식에서

N은 샘플의 수, p는 모델의 차수, ][ˆ kx p 는 모델의 계수을 이용해 추정된 값,

][kxd 는 실험 데이터 값이다.

å
+=

-
-

=
N

pk
dpp kxkx

pN 1

2])[][ˆ(1r
(2.3.14)

모델 선택을 위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기준을 공통적으로 예측에러

값과 cost function의 곱 형태로 구성된다. 차수가 증가하면 예측에러는 감소하고,

cost function은 증가한다. 이를 통해서 모델 선택의 최적차수 기준이 획득된다. 여

기에서는 모델 차수의 선택 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FPE(Final Prediction Error), MDL(Minimum Description length)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그림 2.4.14는 모델 선정의 기준에 따라 모델 차수의 증가에 따른 기준값

의 변화를 보여준다. 1차에서부터 각 급격한 변화를 보이다 22차 근처에서 변화의

폭이 둔화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실험 데이터에 대한 최적 모델 차수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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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선정하였다.

그림 2.3.15 각각의 모델 차수 선정방법에 대한 계산결과

② 선택된 모델 및 변수의 유효성 평가

모델의 유효성 검사는 선정된 모델이 프로세스의 실제 데이터와 일치 여

부, 정확한 신호 생성 시스템인지 여부, 설계 프로세스의 초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떤 모델에 예측 에러가 존재함은 모델과 데

이터가 불일치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유효성 평가는 오차 프로세스가 백

색 잡음임을 확인함으로서 수행된다.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자기상관 테스트, PSD

테스트를 이용한다.

그림 2.4.15 는 실험 데이터에 대한 예측 에러의 유효성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이다.



- 60 -

그림 2.3.16 선택된 모델의 유효성 테스트 결과

예측 에러의 자기상관 테스트 결과 lag가 0 일 때 상관계수는 1의 값을

나타내며 이후에는 신호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PSD 테

스트 결과를 통해 신뢰구간 내에서 PSD 증가 추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위 결과

를 통해 예측에러 데이터가 백색 잡음 프로세스임을 확인했고 22차로 선택된 자동

회귀 모델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나) 스펙트럼 추정방법의 신호대 잡음비에 따른 측정 민감도 평가결과

① 자동회귀 스펙트럼 추정방법 간 비교

상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동회귀 기반 스펙트럼 추정방법을 통하여

누출신호와 배경잡음의 SNR에 따른 측정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앞 절의 평가방

법을 통하여 선정된 누출음의 특성주파수에 대해 SNR의 변화시키면서 배경잡음

하에서 누출음의 특성주파수가 구별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자동회귀 모델링 파라미터 추정의 방법은Yule-Walker 방정식, Burg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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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분산, 수정 공분산 방법이 있다. 그림 2.4.16 과 그림 2.4.17은 배경 잡음과

누출 신호에 대하여 각 방법이 실험 데이터에 대해 PSD 추정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모델링 파라미터 추정 방법으로

Yule-Walker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그림 2.3.17 변수추정방법에 따른 배경 잡음의 PSD추정 결과

그림 2.3.18 변수추정방법에 따른 누출 신호의 PSD추정 결과

누출탐지논리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 주파수로25KHz 대역을선택하였다.

이 대역은 배경 신호와 누출 잡음의 특성이 다른 대역에 비해 뚜렷히 구분된다.

② 누출탐지 민감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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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최대값 우측 최대값 피크값 좌측 기울기 우측기울기 평균

배경잡음

-6.678 0.646 -45.775 -0.417 -0.040 -44.369

-6.985 0.731 -44.014 -0.437 -0.046 -42.567

-6.075 0.626 -45.992 -0.380 -0.039 -44.693

-7.067 0.764 -45.812 -0.442 -0.048 -44.349

-7.423 0.756 -46.323 -0.464 -0.047 -44.796

-20 dB

-6.673 0.645 -45.778 -0.417 -0.040 -44.372

-6.981 0.730 -44.026 -0.436 -0.046 -42.579

-6.082 0.628 -45.993 -0.380 -0.039 -44.694

-7.040 0.757 -45.838 -0.440 -0.047 -44.380

-7.420 0.756 -46.309 -0.464 -0.047 -44.782

-15 dB

-6.663 0.644 -45.769 -0.416 -0.040 -44.365

-6.975 0.729 -44.034 -0.436 -0.046 -42.589

-6.097 0.632 -45.978 -0.381 -0.039 -44.676

표 2.4.11 누출 특성 주파수 영역에서의 SNR 별 PSD 특성변화

사용된 실험 데이터는 1 gram/sec 의 누출율을 갖고 SNR은 약 -7 dB

이다. 그러나 누출률 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SNR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누출

율에 따른 스펙트럼 추정 이용 누출탐지논리의 민감도를 모의하였다. 따라서 누출

특성 주파수는 항상 동일한 것이 본 모의의 단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누출율에 따

라 특성 주파수 값이 변하기는 하지만 배경잡음과는 대부분 그 대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 상기 가정은 큰 무리가 없다.

SNR 별로 0 dB, -3 dB, -7 dB, -10 dB, -15 dB, 그리고 -20 dB를 갖는

혼합신호에 대해 각각 주파수 특성데이터를 산출한 결과는 표 2.4.11 과 같다. 이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3.18 과 같으며, 그 결과 -10 dB이하 에서는 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7 dB이후에서는 특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누출탐지를 위한 결정논리에 입력하면 누출탐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다음 절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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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0.742 -45.877 -0.436 -0.046 -44.432

-7.406 0.754 -46.240 -0.463 -0.047 -44.715

-10 dB

-6.626 0.639 -45.611 -0.414 -0.040 -44.213

-6.983 0.731 -43.911 -0.436 -0.046 -42.464

-6.135 0.650 -45.764 -0.383 -0.041 -44.453

-6.712 0.686 -45.863 -0.419 -0.043 -44.467

-7.302 0.748 -45.709 -0.456 -0.047 -44.200

-7 dB

-7.055 0.750 -43.346 -0.441 -0.047 -41.882

-6.145 0.686 -45.040 -0.384 -0.043 -43.723

-6.274 0.594 -45.493 -0.392 -0.037 -44.177

-6.984 0.741 -44.319 -0.437 -0.046 -42.859

-6.635 0.833 -43.816 -0.415 -0.052 -42.423

-3 dB

-7.061 0.899 -39.844 -0.441 -0.056 -38.335

-5.447 0.838 -41.248 -0.340 -0.052 -40.036

-5.186 0.386 -42.887 -0.324 -0.024 -41.772

-4.806 0.820 -39.065 -0.300 -0.051 -37.984

-5.225 0.816 -39.478 -0.327 -0.051 -38.344

0 dB

-3.757 1.508 -33.479 -0.235 -0.094 -32.490

-3.175 1.286 -35.285 -0.198 -0.080 -34.533

-4.058 0.351 -37.895 -0.254 -0.022 -37.012

-0.302 1.257 -32.344 -0.019 -0.079 -32.362

-3.329 1.369 -33.158 -0.208 -0.086 -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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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SNR에 따른 PSD특성값의 변화율

다.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 평가결과

(1) 자동회귀모델의 제곱평균 예측오차(MSPE)를 통한 SNR 민감도 평가

정상상태의 증기발생기에서 AE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신호는 배경소음이다.

물 누출이 발생하면 소듐-물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추가적인 음향신호가 입력되게

되어 시스템 변수가 변경되게 된다. 따라서 소듐-물반응의 탐지는 정상상태의 신

호시스템을 xn([n]이라하면 누출이 발생할 경우 신호시스템은 xn([n]+xl([n] 이된

다. 이 경우 배경잡음과 누출음향신호는 상호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는 전제

가 따른다. (Uncorrelated) 누출 탐지방법은 정상상태 즉 배경잡음의 신호인 xn([n]

에 대한 선형 모델링을 수행하여 추정된 정상상태의 신호 시스템 함수를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고, 누출신호가 가미된 비정상 상태의 누출 신호시스템에 대해서

도 시스템 함수를 추정하여 이를 정상상태의 그 결과와 비교한다. 따라서 정상상

태인 경우 MSPE는 영값 근처에서 유지하다가 비정상상태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지게 된다.

자동회귀모델 이용 PSD 추정 논리는 신뢰성이 있고 배경잡음과 누출음의 주

파수 특성을 사전에 잘 인지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누출율이

작을 경우에는 큰 배경잡음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PSD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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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20 dB -15 dB -10 dB -7 dB -3 dB 0 dB

SUM

(|MSPEc

/MSPEr|)

90.243 91.153 97.498 116.14 240.8 671.46

90.047 90.534 95.548 112.28 231.33 653.34

89.931 90.169 94.415 110.08 226.26 644.74

89.732 89.876 96.839 124.64 336.84 1109.3

90.101 90.578 94.422 106.36 188.44 475.47

89.985 90.352 95.101 111.76 232.84 665.62

90.007 90.366 94.62 109.27 214.94 591.52

89.656 89.201 90.351 99.057 176.37 472.05

89.855 90.273 98.184 127.59 346.3 1135

90.651 92.436 101.52 124.09 260.07 707.67

90.171 90.715 94.035 103.2 162.34 363.51

89.763 89.583 91.987 103.57 197.21 544.93

90.153 90.679 94.128 103.99 168.9 391.66

89.741 89.546 92.206 104.99 208.23 591.5

90.03 90.526 95.99 114.51 247.21 718.91

89.917 90.073 93.57 106.83 206.15 565.24

표 2.4.12 SNR에 따른 MSPE 비교

논리적용 이전에 보다 민감한 측정방법이 요구된다.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어, 적

응신호처리모델 등이 존재하지만 스펙트럼 추정에서 사용되었던 시스템 계수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계산량도 줄이고 논리의 간편성을 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는 표 2.4.12와 그림 2.4.19에 요약되어 있다.

표 6.11은 SNR 별로 0 dB, -3 dB, -7 dB, -10 dB, -15 dB, 그리고 -20 dB

를 갖는 혼합신호에 대해 각각 정상상태의 MSPE 와 비정상상태의 MSPE를 비교

한 값에 대한 합을 산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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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37 90.147 93.92 107.85 211.25 583.72

90.265 91.213 97.589 116.04 238.35 659.42

89.82 89.947 94.978 114.88 266.32 816.92

90.445 92.274 105.89 146.95 425.31 1392.7

90.121 90.96 98.815 124.37 304.12 938.41

89.561 89.15 92.668 110.88 260.93 821.53

그림2.3.20 SNR에 따른 MSPE 변화율

그림 2.4.19 는 각 SNR에서 MSPE값들의 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5dB

이전에는 변화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2) 시스템 적응도(추종도)를 통한 SNR 민감도 평가

적응시스템은 주어진 환경의 변화나 시스템 요건의 변경에 대하여 자동적으

로 적응 (자체 최적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적응 시스템은 non-stationary

신호처리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계공정이 성취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본 평가에서는 신호특성파악(system identification) 을 통해 SNR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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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21 SNR에 따른 정상상태 시스템 적응도

(상좌: -20 dB, 상우 : -15 dB, 하좌 : -10 dB, 하우 : 0 dB )

따른 시스템 적응도(추종도)를 바탕으로 탐지민감도를 5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6.5절에서는 배경잡음을 가능한 한 제거한 후의 시스템 특성과 PSD

특성을 통한 탐지 민감도를 평가한다.

누출탐지 모의 결과는 표 2.4.13 및 그림 2.4.20, 2.4.21에 나타나 있다. 표

2.4.13에서는 정상상태의 경우인 배경잡음프로세스에 대한 전달함수를 기준으로 신

호 대 잡음비의 변화로 야기된 시스템 계수의 변화의 차의 평균을 나타낸다. 그림

20은 신호 대 잡음비 별 시스템계수의 추종성을 나타낸다. -20 dB 인 경우 정상상

태의 목표치를 잘 추정함으로써 누출이 발생한다는 징후를 찾기는 힘들다. 반면에

SNR 이 증가할수록 시스템 추종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은 이를 그래

프화한 것으로서 -20 dB 근처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약 -15 dB 근방에서부터

는 시스템 계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볼 수 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이상상

태 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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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a0 a1 a2 b1 b2

0dB 0.12797 0.23067 0.17478 0.15633 0.32905

-5dB 0.028291 0.04357 0.05124 0.020382 0.13028

-7dB 0.01639 0.023897 0.035322 0.012039 0.078496

-10dB 0.007703 0.010654 0.019171 0.006325 0.037432

-15dB 0.002346 0.003125 0.006398 0.002136 0.011394

-20dB 0.000734 0.000966 0.002057 0.000692 0.003558

표 2.4.13 정상상태의 시스템 계수와 와 SNR 별 시스템 계수의 RMS (15 개)

그림2.34.22 SNR에 따른 혼합신호의 적응오차

라. 배경잡음 제거를 통한 누출탐지성능평가결과

(1) 적응필터를 통한 배경잡음제거의 SNR 민감도 평가

상기의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LMS(least mean square)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배경잡음을 최대한 제거시킨후 그 결과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SNR에 따른

누출 탐지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2.4.22의 맨 위 부분은 실제 누출신호를 SNR에 따라 변화시킨 전력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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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 밀도이다. 이 들각각은 배경잡음과 혼합되어 적응필터에 입력된다. 적응필

터의 출력은 그림의 중간부분으로서 위 그림과 비교할 때 SNR 이 높은 경우는 거

의 유사하고 SNR이 적어질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

림의 아래 부분은 혼합신호가 적응필터로 입력되어 필터링된 신호이다. 맨위의

선은 원래 배경잡음의 PSD 이며 진한 부분이 필터링된 잡음이다. 이를 사용할 경

우 혼합신호의 배경잡음의 잘 제거됨을 알 수 있다.

표 2.4.14는 적응필터에서 나온 출력(그림 2.4.22의 중간부분)을 자동회귀모델

을 이용하여 구한 PSD(전력스펙트럼밀도)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2.3.23 SNR에 따른 적응필터 출력신호의 PSD

(상: 누출신호, 중: 적응필터링 후의 누출신호, 하 : 필터링된

배경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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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Sample# Max-Min(L) Max-Min(R) Max Left_Grad Right_Grad

0dB 1 7.4765 8.4363 -30.73 0.93457 -1.0545

2 0.5816 1.5254 -31.468 0.0727 -0.19067

3 -2.1892 4.5565 -32.49 -0.27365 -0.56956

4 12.182 8.5583 -24.43 1.5227 -1.0698

5 1.9572 3.9164 -31.75 0.24465 -0.48955

- 3dB 1 7.1193 7.4607 -37.231 0.88992 -0.93259

2 0.6302 1.4379 -37.45 0.078775 -0.17974

3 -2.365 3.8291 -38.838 -0.29563 -0.47864

4 12.189 8.4717 -30.433 1.5236 -1.059

5 2.153 3.2351 -37.754 0.26912 -0.40439

-7dB 1 7.1148 7.3813 -45.262 0.88935 -0.92266

2 0.63265 1.3885 -45.433 0.079082 -0.17357

3 -2.4479 3.524 -46.931 -0.30599 -0.4405

4 12.119 8.4133 -38.456 1.5148 -1.0517

5 2.1808 2.9837 -45.771 0.2726 -0.37296

-10dB 1 7.1193 7.4604 -51.233 0.88991 -0.93255

2 0.63021 1.4378 -51.451 0.078776 -0.17973

3 -2.3652 3.8287 -52.839 -0.29565 -0.47859

4 12.189 8.4717 -44.433 1.5236 -1.059

5 2.153 3.2349 -51.755 0.26913 -0.40436

-15dB 1 7.0936 7.2684 -61.309 0.8867 -0.90855

표 2.4.14  적응필터링 후의 SNR별 PSD 특성변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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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6319 1.3197 -61.401 0.078987 -0.16496

3 -2.5642 3.0963 -63.038 -0.32052 -0.38704

4 11.995 8.3168 -54.499 1.4994 -1.0396

5 2.2091 2.6467 -61.795 0.27614 -0.33084

-20 dB 1 7.0938 7.2692 -71.3 0.88673 -0.90866

2 0.63192 1.3204 -71.386 0.07899 -0.16504

3 -2.563 3.1008 -73.019 -0.32038 -0.3876

4 11.996 8.3176 -64.488 1.4996 -1.0397

5 2.2088 2.6501 -71.78 0.2761 -0.33126

SNR Sample# Max-Min(L) Max-Min(R) Max Left_Grad Right_Grad

0 dB 　1 11.38 13.21 -31.071 1.4225 -1.6513

　2 8.8101 11.895 -29.422 1.1013 -1.4869

　3 1.886 9.4967 -32.207 0.23575 -1.1871

　4 14.513 14.931 -27.284 1.8142 -1.8664

표 2.4.15  밴드저지 필터링 후의 SNR별 PSD 특성변화 값

(2) 밴드저지 필터를 통한 누출탐지성능평가

누출음의 특성주파수 인근영역에 대해 배경잡음의 특성주파수에 해당하는 일

부 주파수영역을 제거함으로서 누출음의 특성주파수를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 후 자동회귀 모델링을 이용한 PSD 특성을 SNR 별로 조사하였다.

표 6.14는 누출 특성 주파수 인근의 배경잡음을 밴드저지필터에 의해 저지시

킨 후의 PSD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 데이터 중 한 가지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

다. (그림 6.23).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 dB 정도에서 배경잡음과는 다

른 PSD 특성을 보이다가 0 dB 인 경우 현저하게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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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9.9525 13.415 -29.788 1.2441 -1.6769

-3dB 1 8.6582 9.0995 -36.602 1.0823 -1.1374

2 4.0304 6.2579 -35.792 0.5038 -0.78224

3 -2.4071 5.0158 -39.249 -0.30088 -0.62698

4 14.499 14.749 -30.688 1.8123 -1.8436

5 6.9835 8.7089 -35.909 0.87294 -1.0886

-7dB 1 3.9898 3.083 -43.259 0.49872 -0.38537

2 -3.3898 0.68266 -43.226 -0.42372 -0.08533

3 -8.2752 1.5475 -45.726 -1.0344 -0.19343

4 7.1757 8.7868 -38.015 0.89696 -1.0984

5 0.79249 2.8123 -43.088 0.099061 -0.35154

-10dB 1 1.5866 0.64163 -46.265 0.19832 -0.0802

2 -6.3691 -0.23968 -45.819 -0.79614 0.02996

3 -9.9012 0.84019 -47.457 -1.2377 -0.10502

4 -0.07192 3.8718 -43.613 -0.00899 -0.48398

5 -1.6788 1.0791 -45.612 -0.20985 -0.13489

-15dB 1 0.11436 -0.67356 -48.14 0.014295 0.084195

2 -7.6808 -0.55803 -47.114 -0.9601 0.069753

3 -10.396 0.5919 -48.053 -1.2995 -0.07399

4 -3.8054 1.8053 -46.226 -0.47568 -0.22567

5 -2.7391 0.39949 -46.786 -0.34239 -0.04994

-20dB 1 -0.24547 -0.97162 -48.61 -0.03068 0.12145

2 -7.887 -0.61337 -47.381 -0.98588 0.076671

3 -10.425 0.55705 -48.105 -1.3031 -0.06963

4 -4.2069 1.5703 -46.472 -0.52586 -0.19628

5 -2.9058 0.29913 -46.992 -0.36322 -0.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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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24 SNR에 따른 밴드저지필터 출력신호의 PSD 특성치 변화

마.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누출탐지확률 평가결과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누출탐지확률 평가방법 및 허용기준에 따라 상기의 각

방법에 의거 산출된 데이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누출 탐지 민감도를 최종 평

가하였다.

(1) 전력스펙트럼밀도 특성변화에 따른 누출탐지 확률 평가

데이터의 한계상 다음과 같은 제한성을 두고 탐지논리를 모의하였다.

-학습은 배경잡음의 경우 150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누출의 경우에서

SNR이 0dB 인경우의 150 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350개의 데이터에 대

해 적용하여 그 결과값을 확률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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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개의 데이터는0 dB, -3 dB, -7 dB, -10 dB, -15dB, -20 dB 총 6가지의

데이터의 조합이며 각각의 데이터는 50 개이다.

계산된 데이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6.44 로 나타났다.

SNR이 0 dB 인 경우 100% 탐지확률을, -3 dB인 경우 약 98%, - 7dB인 경우

약 50%, -10 dB 이하인 경우는 매우 낮은 누출탐지확률을 보였다.

스펙트럼 추정에 의한 누출탐지 논리를 모의한 결과 약 -3 dB 이상의 SNR

즉 약 10 gram/sec 이상의 누출현상은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NR : 0 dB SNR : -3dB

SNR : -7 dB SNR : -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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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15 dB SNR : -20dB

그림2.4.25 SNR에 따른 스펙트럼 추정 방법에 대한 신경회로망의 모의 결과

(2) 자동회귀모델의 제곱평균 예측오차(MSPE)를 통한 누출탐지확률 평가

자동회귀를 이용한 제곱평균예측오차에서 얻은 데이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

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2.4.25 와 같다. 스펙트럼 추정에 의한 누출탐지 논리를 모

의한 결과 약 -9 dB 이상의 SNR을 갖는 누출은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26 AR MSPE를 이용한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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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6 은 그림 2.4.25의 각 SNR 영역을 자세히 보여준다. SNR이 0 dB

인 경우 100% 탐지확률을, -3 dB인 경우도 100%, - 7dB인 경우 98%, -10 dB 인

경우 약 90%의 누출 탐지확률을 가지며 그 이하의 SNR에 대해서는 50%이하의

낮은 누출탐지확률을 보였다.

SNR : 0dB SNR : -3dB

SNR : -7dB SNR : -10dB

SNR : -15dB SNR : -20dB

그림2.3.27 SNR에 따른 추정오차(MSPE) 에 대한 누출탐지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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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적응도(추종도)를 통한 누출탐지확률 평가결과

시스템 적응도 모의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

는 그림 2.4.27과 같다. 스펙트럼 추정에 의한 누출탐지 논리를 모의한 결과 약 -8

dB 이상의 SNR 을 갖는 누출현상은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28 시스템 적응도를 이용한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종합)

그림 2.4.28 은 그림 2.4.27의 각 SNR 영역을 자세히 보여준다. SNR이 0 dB

인 경우 100% 탐지확률을, -3 dB인 경우도 100%, - 7dB인 경우 약 96%, -10 dB

인 경우 약 70%의 누출 탐지확률을 가지며 그 이하의 SNR에 대해서는 50%이하

의 낮은 누출탐지확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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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 0dB SNR : -3dB

SNR : -7dB SNR : -10dB

SNR : -15dB SNR : -20dB

그림 2.3.29 시스템 적응도를 이용한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SNR별)

(4) 적응필터+ PSD를 통한 누출탐지확률 평가결과

적응필터링 후의 PSD 특성값에 대한 데이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2.4.29 와 같다. 스펙트럼 추정에 의한 누출탐지 논리를 모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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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 dB 이상의 SNR 을 갖는 누출현상은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30 적응필터+ PSD를 통한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종합)

그림 2.4.30 은 그림 2.4.29의 각 SNR 영역을 자세히 보여준다. SNR이 0 dB

인 경우 100% 탐지확률을, -3 dB, -7 dB, 인 경우 모두 100%, -10 dB 인 경우

약 98%, - 15 dB인 경우 약 90%, -20 dB 인 경우 약 77%의 누출 탐지확률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정상상태의 신호가 항상 동일하다

는 전제조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만일 배경잡음의 특성이 조금만 바뀌어도 상기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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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 0dB SNR : -3dB

SNR : -7dB SNR : -10dB

SNR : -15dB SNR : -20dB

그림 2.3.31 적응필터+ PSD를 통한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SNR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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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필터 (BSF) + PSD에 의한 누출탐지 확률 평가

밴드저지필터링 후 구한 PSD 특성값 데이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2.4.31 로 나타났다. 고정형 필터를 사용한 후의 스펙트럼 추정에 의

한 누출탐지 논리를 모의한 결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누출 탐지확률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4.32는 그림 2.4.31의 각 SNR 영역을 자세히 보여준다. SNR이 0 dB

인 경우 100% 탐지확률을, -3 dB인 경우 약 98%, - 7dB인 경우 약 50%, -10

dB 이하인 경우는 매우 낮은 누출탐지확률을 보였으나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보다는 좋은 탐지확률을 보였다.

그림 2.3.32 고정필터+ PSD를 통한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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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고정필터+ PSD를 통한 누출탐지 논리 모의 결과(SNR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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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은 상기 방법들에 의해 누출 확률이 계산된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먼저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구한 PSD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3 dB 이상에서

누출 탐지가 가능함을 보였고, 밴드저지 필터링한 후 PSD를 이용할 경우에는 -5

dB 이상의 누출탐지가 가능해 탐지 성능이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응필터

링 후 PSD를 이용할 경우에는 -15 dB 이상의 누출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잡음 제거 방법에 따라 누출 탐지 성능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모델링 접근 방법의 경우 자동회귀 모델을 이용한 제곱평균추정오차의 경우

약 -10 dB 이상, 시스템 적응도의 경우 약 -9 dB 이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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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피동음향신호처리 예비논리 제안

1. 예비논리 설정을 위한 가정 및 원칙

가. 예비논리 설정을 위한 가정 및 원칙

단일채널용 피동음향신호처리 예비비논리 설정을 위한 가정 및 원칙은 다음

과 같다.

- 정상상태 신호(배경잡음)는 잘 알려져 있으며 주어진 외란 범위내에서 신

호특성을 잃지 않는다.

- 배경잡음과 누출에 의한 누출음향신호는 상호 상관관계 (cross correlation)

가 허용된 범위내에 있다.

- 잘 정의된 배경잡음의 주파수 특성 중 누출신호의 주파수 특성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필터링 된다.

- 시스템 모델링 오차에 의한 방법의 경우 누출외의 외란에 의해 오차가 설

정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누출 판정에 곧바로 사용하지 않

고 타 채널 또는 타 측정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 주파수 분석(PSD)에 의한 방법의 경우 기 정의된 누출 특성주파수와 일치

할 경우 누출 판정에 바로 사용한다.

- 처리 시간의 절약을 위해 신호 취득시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탐지논리

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취득된 신호를 처리한다.

- 누출량이 큰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논리부터 수행함으로써 처리시간을 줄

인다.

- 누출량이 큰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논리처리 후 누출 징후가 나타나지 않

을 경우에만 시스템 모델링에 의한 탐지논리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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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채널용 음향탐지 예비논리

그림 3.1.1은 음향탐지 예비논리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예비논리는 크게 3 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는 음향센서에서 입력된 음향신호에 대해 정상적인

플랜트 운전상태에서의 배경소음의 신호패턴과 비교하는 단계이다. 신호패턴의 비

교로는 첫째 정상상태의 신호모델링 계수와 입력된 신호의 계수를 비교하여 일정

설정치 이상이 되면 이상징후로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 결과와 더

불어 신호자체의 RMS 값을 정상상태의 RMS 값과 비교하여 이상징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본 단계에서 사용되는 설정치는 매우 민감하게 설정된다. 즉 정상조건에서의

시스템 계수값과 신호의 RMS 값보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이상징후로 판

단하여 다음 단계로 돌입한다.

1 단계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스펙트럼 분석 단계인 2 단계에 돌입한다. 2

단계는 3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부분은 전체 샘플링된 신호에 대한 RMS 및 전영

역 주파수 분석이다. 이 때 사용되는 RMS 설정치는 1 단계에서 사용된 RMS 설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이 단계는 누출판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출규모

에 맞는 설정치를 적용한다. 전영역 주파수 분석은 1단계에서 계산되었던 입력신

호의 시스템 계수를 이용하여 전력스펙트럼밀도 (PSD)를 계산한 후 참조(정상상

태) PSD와 입력신호의 PSD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비교되는 변수로는

PSD_SUM과 표준편차 등이다. 상기 두 가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누출판정이 이루

어진다. 만일 두 가지 중 하나만 설정치를 넘거나 둘 다 넘지 않을 경우에는 2

단계의 두 번째 부분논리로 돌입한다.

2 단계 두번째 부분논리는 협역 영역의 주파수 분석이다. 통상 누출신호의 주

파수 분포는 다양하게 분포되지만 그 중 가장 현저한 대역의 주파수를 분석하여

정상상태와 비교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입력신호는 대역 통과 필터를 통한 협역신

호이다. 정상상태와 비교되는 변수로는PSD_SUM, PSD Peaks, PSD Gradient,

Mim_Max value, Standard deviation 등이다. 두 번째 부분논리 실행결과를 결정

논리(현재 신경망 회로, 향후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 개발할 예정임)에 입력하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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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누출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2 단계 세 번째 부분논리

로 돌입한다.

2 단계 세 번째 부분논리는 시간-주파수 분석논리이다. 누설이 의심되는 협역

주파수 영역 신호에 대해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여 세부 주파수 영역의 PSD 및

시간변화 추이를 관찰한다. 이를 결정논리에 입력하여 누출여부를 판정하고 만일

누출이 아닐 경우 3 단계로 돌입한다. 본 부분논리는 향후 개발할 예정이다.

3 단계는 두 가지의 부분 논리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시스템 확인에 의한

신호모델링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스템 모델링 오차 측정방법이고 두 번째 부

분논리는 적응필터에 의한 배경잡음 제거 후의 PSD 특성변화를 살피는 방법이다.

첫번째 부분논리는 1 단계에서 기 설정된 정상상태의 자동회귀 변수와 입력신호의

자동회귀 변수의 차이를 도출하여 설정치 여부를 검사하고, 이와 더불어 정상상태

의 시스템 전달함수를 기준으로 입력된 신호가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를 살핌으로

써 이루어진다. 이 때 외란이 커질 경우 정상상태의 시스템 전달함수 추종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전달함수내의 각 계수는 정상상태와 차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값들을 결정논리에 입력함으로서 누출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논리는 적응필터에 의한 배경잡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잘

알려진 배경잡음 모델을 기준 항에 입력하고 입력신호를 다른 입력 항에 입력한

다. 적응필터는 기준 신호를 정상상태의 모델에 적응하여 필터의 출력은 배경잡음

과 동일하게 되고 기준신호와 입력신호의 차이는 곧바로 누출특성을 갖는 신호를

나타내게 된다. 이를 PSD 분석함으로서 몇 가지 주파수 특성을 갖는 값들을 계

산할 수 있다.

그러나 3 단계에 나타난 논리는 누출신호가 아니고 타 외란에 의해서 일지라

도 누출징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누출로 판정하긴 힘들다. 따라서 본

단계의 논리는 누출 징후를 나타내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며, 누출판정을 위해서는

다중채널을 비교하거나 타 측정방법(예 수소탐지방법 등)의 결과와 혼합하여 누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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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입력

시스템 모델링 방법

누출정보와 일치?

누출판정

시간-주파수
(웨이블릿) 분석

적응필터 + PSD
계산

신호모델이상?
(설정치) No

경보 및 타방법
과 병행

추정오차 및 
적응도(설정치)?

Yes

전영역처리
(RMS, PSD_SUM 등)

누출정보와 일치?

부분주파수영역처리
(PSD_Peak, PSD_SUM 

PSD 기울기등)

누출정보와 일치?

누출징후?

No

Yes

No

Yes

No

Yes

Yes

Yes

No

No

그림 3.1.1 피동음향탐지 예비논리 흐름도

가. 예비논리에 의한 음향탐지 모의 결과

설정된 예비 논리를 이용하여 누출탐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신호는

PFR에서 얻은 물 누출데이터와 배경잡음신호이며 6 절에서 사용한 신호 구간외에

타 구간의 데이터 샘플을 이용하였다. 각 단계의 부분논리에 대한 누출 결정논리

는 현재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였다. 누출크기에 따른 탐지능력을 보기 위해 누출

신호 대비 배경잡은 신호를 5 dB, 0 dB, -3 dB, -7 dB, -10 dB, 015 dB 및 -20

dB로 변화하면서 예비논리에 입력하였다.

그림 3.1.2는 예비논리에 따른 누출 탐지능력을 나타낸다. 붉은 선은 SNR에

따른 누출판정 능력이고 파란선은 누출징후파악능력, 그리고 녹색선은 두 가지를

합한 능력을 나타낸다.

예비논리를 시험한 결과 -3 dB 이상의 누출의 경우 누출여부를 확실히 판정

할 수 있었으며, -10 dB 이상의 경우 누출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

dB 이하의 경우에는 누출여부 및 징후를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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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피동음향탐지 예비논리를 이용한

누출탐지능력평가

2. 결과 고찰 및 논의

단일채널에 의한 입력신호를 바탕으로 누출 탐지 예비논리를 개발하였다. 설

정된 예비논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설정되었다.

- 누출신호 및 배경잡음의 신호특성을 파악한 결과 근사적인 광의의 정상성

을 지니며, 누출신호와 배경잡음은 상호 상관관계가 미약함을 확인함으로

서 선형 모델링기법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형 모델링의 유효성과 시스템 차수를 설정하기 위해 유효성검사와 모델

차수를 계산한 결과 실제 신호와 추정된 신호의 오차는 화이트 노이즈 특

성을 가짐으로 선형모델링이 유효함을 확인하였고, 모델차수를 계산한 결

과 약 22 차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 전력스펙트럼밀도(PSD) 는 논리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PSD를

구하는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방법과 기

준을 설정하여 모의한 결과 Periodogram(FFT Based), 자동회귀 모델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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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MUSIC 방법 중 자동회귀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요구되는 최소 데이터 샘플 수는 512개, 처리시간 약 100 ms, 주파수 피크

의 선명성 등이 두드러졌으며, 무엇보다도 타 부분논리와의 호환성 측면에

서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각의 탐지논리 후보군에 대해 탐지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 원시

신호를 조작하지 않은 채 구한 PSD 방법은 약 -3 dB 이상의 SNR을 갖

는 신호에서 두드러진 특성을 지녔으며, 자동회귀 제곱예측오차 방법은 약

-10 dB, 신호의 적응 추종도 방법의 경우 약 -8 dB, 적응필터의 경우 약

-15 dB 정도의 SNR 민감도를 나타냈다.

- 이들을 각각 신경회로망에 입력한 결과 실제로 탐지 확률 80% 이상에서는

상기 결과와 일치하였다.

- 이들 각 부분논리를 혼합하여 단일채널 음향탐지 예비논리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음향탐지 논리를 실제 신호를 이용 모의한 결과 약 -3dB 이상에서는

누출을 확실히 판정할 수 있었고, -10 이상의 경우에는 누출징후로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논리는 원시신호를 조작하지 않고 얻은 결과이므로 필터링 기법들을 이

용하여 배경잡음을 제거할 경우 보다 탐지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단일채널뿐

만이 아니라 다중채널을 이용하여 채널 간 상관관계를 이용한다면 탐지 신뢰도 및

성능이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실험데이터가 다양하지 않아 누출량 별 누출특성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었으므로 누출량(SNR)에 따른 민감도 평가 시 누출 특성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한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 후 실험에 의해 다양한 누출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응필터의 경우 이상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모의하였으므

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좀 더 실제적인 기준모델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탐지 민감도는 반감될 것이므로 예비논리 모의 시 본 부

분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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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 1 절 결론

본 보고서는 소듐-물 반응 탐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피동음향탐지방

법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탐지논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기 탐

지를 위한 논리를 제안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신호처리방법은 선형모델을 이용한

스펙트럼 추정방법, 선형모델의 예측오차 추정방법, 적응신호처리에 의한 시스템

적응도 평가, 적응필터 및 고정형 필터 등에 의한 배경잡음 제거방법 등이다.

물 누출에 따른 소듐-물반응음과 배경잡음의 정상성과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광의의 정상성을 갖고 상호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형모델 또

는 조화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경잡음과 누출음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양한 스펙트럼 추정방법을 평가한 결과 전통적인 FFT 기반 방법보다는

자동회귀기반 방법이 소듐-물 반응탐지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근간으로 종합적인 피동음향탐지논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논리

는 3 단계로 구성되어 이상상태 파악, 누출판정, 누출징후판정 등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음향신호를 모의한 결과 피동음향탐지방법에 의해 - 3dB

이상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 신호에 대해서는 누출을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었

으며, -3 ~ -10 dB 영역에서는 누출 징후로 판정함으로써 타 탐지방법과 혼합사용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향 후 다중신호처리방법, 필터링 방법의 보

완 등을 통해 측정법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듐-물반응 데이터의

제한성으로 인해 다양한 경우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논리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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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향후 연구수행방향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음향신호처리기법 평가 및 예비논리는 단일 채널의 피

동음향 신호처리논리이다. 따라서 완전한 소듐-물반응탐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피동음향탐지 방법, 능동음향탐지 방법, 수소탐지방법, 그리고 압력탐지방법

간의 상호 기능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각 방법에 대한 탐지 성능이 확인되

어야 가능하다.

음향탐지 측면에서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논리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음향탐지논리가 완성될 것이다.

- 다중채널의 상관관계 추가

- 시간-주파수 분석(웨이블릿 변환 등) 기법 추가

- 적응필터의 입력변수 최적화

- 결정론적인 탐지여부 결정논리 선택 (신경망 회로 대체)

- 능동 음향탐지 방법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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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본 보고서는 소듐-물 반응 탐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피동음향탐지방법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탐지논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기 탐지를 위한

논리를 제안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신호처리방법은 선형모델을 이용한 스펙트럼 추정방

법, 선형모델의 예측오차 추정방법, 적응신호처리에 의한 시스템 적응도 평가, 적응필터

및 고정형 필터 등에 의한 배경잡음 제거방법 등이다.물 누출에 따른 소듐-물반응음과 배

경잡음의 정상성과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광의의 정상성을 갖고 상호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형모델 또는 조화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경잡음과 누출음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스펙트럼 추정방법을 평가한 결과 전통적인

FFT 기반 방법보다는 자동회귀기반 방법이 소듐-물 반응탐지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평가 결과를 근간으로 종합적인 피동음향탐지논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논리는 3 단

계로 구성되어 이상상태 파악, 누출판정, 누출징후판정 등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실제 음향신호를 모의한 결과 피동음향탐지방법에 의해 - 3dB이상의 신호 대 잡음

비를 갖는 신호에 대해서는 누출을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었으며, -3 ~ -10 dB 영역에서

는 누출 징후로 판정함으로써 타 탐지방법과 혼합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향 후 다중신호처리방법, 필터링 방법의 보완 등을 통해 측정법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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