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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플랜트 배관의 기체 누출 탐지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배관 누출 발생 시 배관 내부 압력

과 누출부 크기의 조합에 따라 누출 초음파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데, 누출 시 초음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배관 누출을 탐지하는 방안과 보온재 배관의 누출탐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한 배관 파단을 상시감시하기 위한 대량의 무선센서 운용에 따른 대량 누출탐지신호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쿠버네티스 기반의 분산처리형 진단 시스템 구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키워드: 미세누출(micro-leak), 탐지(detection), 초음파(ultrasonic),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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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배관의 기체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탐지하여 배관 누출을 

감시하고 진단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활발하

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출신된 제품들도 다수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고 성장세도 커지는 분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누출탐지 제품의 활용도는 시장의 요구에 비해 매우 제한되

는 상황이다. 이는 누출탐지기의 가격과 유지보수, 그리고 적용 가능 

대상의 제한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누출 시 음향 초음파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날배관과 보온재 배관에서의 누출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누출탐지 신호가 대량으로 수집될 때 이를 

실시간 분산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Gas leak detection technology using acoustic 

ultrasound

Market Insights Reports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누출 감지기 

시장의 가치는 2020년 1억 3620만 달러로 2026년 말까지 1억 84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1-2026년에는 4.4%의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 시장 조사는 기체와 액체 누출탐지 

시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레포트에서는 음향 초음파를 이용한 

기체 누출탐지 분야에 대한 시장 확장성과 기술 분야에 대해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자한다.

현재 상용화된 음향 초음파를 이용한 기체 누출탐지 제품들은 

배관의 파단 시 파단부에서 발생하는 미세 초음파를 탐지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배관 파단부에서 누출이 발생할 때 파단부 주변 기체의 

맴돌이 현상에 의해 음향 초음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파단부 주위에 맴돌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 이 조건은 배관 내부의 압력과 파단부 사이즈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배관 내부의 압력이 높아도 파단부가 충분히 크면 

맴돌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맴돌이 현상이 발생하여도 이때 

발생되는 초음파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작을 수 있다. 이 

미세 음향 초음파가 발생할 수 있는 배관 내부의 최저 압력 조건은 

1.5 기압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단부 주위의 기체 맴돌이 현상의 

강도에 비례하여 초음파 신호가 크기가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는 38kHz 전 후에서 그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초음파 신호는 측정 거리에 반비례하여 지수함수로 

강도가 감쇄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ASTM E 1002-05의 ClassⅡ에서는 누출탐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

o 누출 측정 거리 : 5m

o 배관 내부의 압력 : 1.7기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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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누출부 직경 : 0.2mm 내외

o 분당 누출량 : 91cc

1.7 기압이 걸리는 배관의 직경 0.2mm 홀에서 누출 실험을 수행하

면 분당 200cc 이상의 누출이 발생하며, 누출량을 91cc로 맞추기 

위해서는 누출부 직경을 0.2mm 이하로 맞추어야만 가능하다. 실험적 

결과에 따르면 특정 압력 상태의 배관에서 누출부 직경이 작을수록 

음향 초음파 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누출탐지용 상용 장비의 한 대당 가격은 600만원 ~ 3,500만원의 

고가이며,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일회성 이동식 검사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상용 장비는 음향센서 

어레이 방식을 채택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누출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이 제품들은 20kHz ~ 100kHz 사이에서 일정한 

주파수 구간을 설정하여 누출 의심신호가 발생하는지를 표시하는 

수준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의심신호는 누출신호이거나 노이즈일 

수 있으나, 상용제품은 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선 누출탐지기는 3초 당 한번씩 

20kHz~100kHz 사이의 음향 초음파를 수집하고 FFT를 수행하여 

누출 의심신호를 판별하며, 9,000 mAh 배터리로 3년 간 구동된다. 

저전력 처리를 위하여 무선센싱 모듈은 하나의 음향 센서를 포함하도

록 하였으며, 여러 개의 무선센싱 모듈의 조합을 통해 대략적인 누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저전력과 무관하게 제품을 구현한다면 하나의 

무선센싱 모듈에 여러 개의 음향센서를 포함하여 누출 위치를 디스플

레이하는 기능의 탑재도 가능하다. 누출의심 신호는 무선통신을 통해 

누출진단용 인공지능 서버로 전송되어 누출진위를 머신러닝으로 판단

한다. 무선 누출탐지센서 30개의 탐지신호를 무선 신호 중계기 1대가 

수신하며, 라즈베리파이4로 구현된 1대의 인공지능 서버는 초당 150

개의 탐지신호에 대한 누출진위를 판별한다.

III. Proposal of micro-leak detection method

산업계에서는 낮은 압력 배관의 초미세 누출탐지와 보온재 배관의 

누출탐지 요구를 표출하고 있다. 

음향 초음파가 발생하는 초미세 누출의 경우 발생하는 음향 초음파

는 가청 주파수 대역인 20kHz 전후에서 누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

였으며, 이는 주변의 가청주파수 대역 소음의 영향에 따라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음향 초음파가 발생하지 

않는 누출의 경우에는 음향 초음파 탐지 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상용제품으로도 누출탐지가 불가능하다.

1.7 기압의 압력 배관에서 누출 시 발생하는 음향 초음파의 경우 

A4 용지 한 장 두께의 장애물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신호가 미약하며, 

이 신호는 배관을 둘러 싼 보온재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플랜트에

는 날배관에 비해 보온재 배관이 월등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선 누출탐지기와 기존 상용 제품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누출을 

탐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관 내부에 초음파를 쏘고, 누출 취약부에서 

이 초음파 신호를 분별하여 누출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림 

1과 같이 고안하였다.

Fig. 1. Leak detection using ultrasound 

배관 내부에서 특정 주파수의 초음파 음원을 발사하면 이 신호가 

배관과 배관 내부를 따라 전파되는데, 이때 누출부에서는 이 초음파 

신호가 외부로 나온다. 배관의 외벽 주변에서도 이 초음파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데, 이 신호와 누출부를 통해 외부로 나오는 초음파의 

강도는 다르다. 이 차이를 이용하면 배관의 압력이나 파단부 사이즈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누출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2. Overview of Insulation Pipe Leak Detection

보온재 배관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보온재 장착 시 용접부와 같은 

누출 취약 지점에 공기층을 둘 수 있도록 홈을 갖는 구조의 보온재를 

사용하고, 이 공기층에 신호 가이드 관을 꽂아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배관의 외부에서 탐지할 수 있다. 만일 배관 내부의 압력이 

충분히 크고 누출 시 발생하는 음향 초음파 신호를 신호 가이드 

관을 통해 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면 배관 내부에 초음파를 발사하

는 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로 누출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

IV. Distributed processing of leak detection 

signals

무선센서의 장점은 케이블이 필요 없어 간편한 설치를 통해 대량으

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대량 운용을 위해서는 무선센서의 전력 

공급원인 배터리의 교체주기가 충분히 길어야 한다.

대량 설치운용 장점을 갖는 무선센서 적용은 대량 탐지신호 생산을 

야기하며, 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구글이 구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하여 운용중인 쿠버네티스라

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대량 무선센서 기반의 감시진단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 개발된 이 기술은 

도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고, 로드밸런싱과 활성화된 태스크 프로세

서의 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과 프로세서의 무중단 

유지보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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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ak Diagnosis based on Kubernetes

누출 진단시스템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진단 기술을 적용하는데, 

플랜트의 특성 상 AI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저가형의 클라우드 환경을 

다수 구축하여 영역별 진단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4를 AI 서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은 사이즈의 경량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였다.

V. Conclusions

현재 개발된 무선누출탐지 기술은 날배관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기술로서, 최소 1.7 기압의 압력 배관에서 발생하는 분당 91cc의 

기체 누출을 5m 거리 이내에서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나타낸다.

초미세 누출과 보온재 배관의 누출을 탐지하기 위해서 초음파 

음원을 배관 내부에 발사하여 이 초음파 신호가 새어 나오는 누출부를 

탐지하는 기술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술은 산업계에 매우 매력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의 실험을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여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연구개발과제

와 연계하여 산업계에 실전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로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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