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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화력발전소의 중요 구성품인 보일러 튜브의 예기치 못한 누설 사고로 인해 수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보일러 튜브의 누설 감지를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 가능한 특징들 중 누수 감지에 유용한 특징들을 선택하

고, 선택된 특징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여 보일러 튜브의 누설 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

며, 향후 본 기술을 이용하면 발전소의 손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보일러 튜브(Boiler Tube),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튜브 누설(Tube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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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술 발전에 의해 화력발전소는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화력발전소의 중요 구성품인 보일러의 

내부에는 연소열을 고온·고압의 스팀으로 변환하기 위한 열교환 튜브

가 배치되어 있다. 예기치 못한 보일러 튜브 누설 발생 시 1일당 

수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보일러 튜브 누설 사고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수십 회 이상 발생하고 있다[1]. 따라서 

보일러 튜브의 누설을 감지하는 것은 필수요소이다. 보일러 튜브 

누설 감지 방법 중 하나인 음향방출방법은 동적검사로 구조물이 

응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결함의 성장에 따른 구조물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1].

  기존의 음향방출 신호를 이용한 고장 진단 방법[2-7] 중 특징 

차원 축소 알고리즘으로 주로 사용되는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는 모든 특징들을 고려하여 주성분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다. 그러나 PCA는 모든 특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성분 추출에 

불필요한 특징들도 포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향방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에 유용한 특징들을 선택하는 유전알고리즘 기반의 특징선택 

방법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하여 보일러 튜브의 누설을 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보일러 튜브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

즘 기반의 특징 선택 방법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 정상과 누설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정상 및 누설에 대한 음향방출 

신호를 취득하기 위해 보일러 튜브에 총 4개의 인공 핀홀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위적인 누설을 발생시켰다. 각 핀홀의 직경은 0.6mm, 

1mm, 2mm이다. 

  먼저 핀홀 위치별, 핀홀 크기별로 누설을 발생시켜 정상과 누설에 

대한 음향방출 신호를 취득하였다. 취득된 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사용

되는 음향방출 특징 22가지를 추출하기 때문에, 4개의 각 센서로부터 

총 88가지의 특징들을 추출하였다. 모든 특징들이 보일러 튜브의 

누설을 검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누설 감지에 유용한 특징들을 선택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의 목적함수로 특징 조합들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클래스

간의 변별성과 클래스내의 밀도를 고려하는 함수를 사용하였다. Fig 

1은 유전 알고리즘과 주성분 분석 (PCA) 방법을 비교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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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Fig. 1에 보듯이 유전 알고리즘 기반 특징 선택 방법이 

분류에 더 용이한 특징들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유전 알고리즘(위)과 PCA(아래)의 결과 비교

  Table 1은 유전 알고리즘과 PCA로 선택된 특징들을 서포트 

벡터 머신 (SVM)에 입력으로 사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에서 

보듯이 유전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된 특징들을 SVM의 입력으로 사용

한 결과가 PCA와 SVM을 사용한 결과보다 더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여 준다.  

신호

홀

음향방출

유전 알고리즘 PCA

핀홀 1 100% 99.5%

핀홀 2 98.5% 97.5%

핀홀 3 99.5% 99.5%

핀홀 4 100% 99.5%

핀홀 1, 3 100% 99%

Table 1. 서포트 벡터 머신 성능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일러 튜브의 누설 감지를 위해 유전 알고리즘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의 결과 PCA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를 이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결과는 

100%에 근접된 성능을 도출했다. 향후 본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소의 

손실 예방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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