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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회귀 문제에서 예측값들의 분산을 줄이기 위한 딥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일반적

인 회귀 문제에서 딥뉴럴 네트워크 학습 시, 하나의 입력에 대한 레이블 값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본 눈문에

서는 하나의 입력에 대한 레이블 값뿐만 아니라 두 입력에 대한 레이블 값들의 차이를 학습시키는 딥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통계학 이론을 통하여 예측값들의 분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배관 

곡관의 감육두께를 예측하는 문제를 통해 제안된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한다.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 구

조를 이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였을 때, 회귀 문제의 예측값들의 분산이 감소

함을 확인한다.

키워드: 회귀(regression), 감육(wall thinning), 딥러닝(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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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고온 고압의 유동에 의한 배관의 감육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

는 고장의 일종으로, 1986년과 2004년에도 배관 감육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보고되었다[1-3]. 이에 따라, 정기 점검 방법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정기 점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태기반 유지보수(Condition-Based Maintenance, CBM)가 

개발되었다. CBM을 위하여 배관에 센서를 부착하여 배관의 감육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어왔다. [4-7] 하지만, 초음파 

waveguide 방식[4]을 이용한 방법은 waveguide 설치가 어려운 지역

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DCPD (Direct-Current Potential Drop) 

방식은 높은 전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 따라서, 

최근에는 설치가 비교적 쉬운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감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6-7] 저자들은 주파수 도메인을 

이용하여 데이터 변환을 한 후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하여 감육 상태를 예측하는 회귀모델을 제안

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감육 정도의 경우 예측 성능이 뛰어나지만,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감육 정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측 성능이 

저하됨을 볼 수 있다. 특히, 예측값의 분산이 크게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측값에 대한 분산이 클 경우,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분산을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귀 문제에 대한 예측값의 분산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예측값에 대한 분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제로 예측값에 대한 분산을 줄이는 딥뉴럴 

네트워크 (Deep Neural Network, DNN)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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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가속도계를 이용한 감육 상태 모니터링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감육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관련 연구로서 

[6]과 [7] 연구가 있다. [6] 연구는 가속도계 센서 신호의 PSD (Power 

Spectral Density)를 구한 다음, DNN을 통해 감육 정도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제안하였다. [6] 연구에서는 DNN의 구조로 CNN을 

이용하였다. [7] 연구는 4초간 가속도계 센서 신호를 평균내어 

Mel-spectrogram을 구하여 CNN을 통해 감육 정도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제안하였다. [6]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한 주파수 

영역대의 PSD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7]의 경우 별도의 데이터 분석없이 전 주파수 영역대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7]에서 제안한 전처리 

기법과 동일하게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7]에서 구현한 회귀 문제를 풀기 위한 딥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단일 입력에 대해 하나의 감육 

정도를 예측하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7]에서 구현한 코드를 재현한 

결과, Fig. 2.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자세한 실험 환경에 대한 설명은 

IV장에 있다.) 학습에 사용한 감육 정도의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감육 정도의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예측값들에 

대한 분산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Fig. 1. Deep Neural Network Architecture for the Regression 

Problem in [7]

Fig. 2. Regression Results of [7] for the Test Dataset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장에서는 회귀 문제에 대한 예측값의 분산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예측값의 분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다음, 실제로 회귀 문제를 위한 딥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1. 통계적 접근

기존의 회귀 문제 해결을 위한 딥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단순히 

선형(linear)이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 ∼  (1)

하나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 n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 

모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에러항들

은 독립항등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ion, iid)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  ∼ 


,  ∼ 


...

,  ∼ 


이 때 각각의 회귀 예측값을 평균내어 새로운 예측값으로 사용한다

면 에러항의 분포는 다음과 같아진다.

 




⋯ 
, 

∼  (2)

따라서, 수식 (2)에서는 수식 (1)에서의 기존의 회귀 모델의 예측값

들의 분산에 비하여 1/n의 분산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n개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 앙상블(ensemble)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회귀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2. 네트워크 구조 설계

Fig. 3. Proposed Deep Neural Network Architecture for the 

Regression Problem

단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예측값의 분산을 줄이기 위한 회귀 

네트워크의 구조를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3.에 나타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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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네트워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웨이트를 공유하는 DNN 1은 한 입력데이터에 대한 라벨값을 

예측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입력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

을 한다.

2. DNN 2은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두 입력데이터 (Input A, Input 

B)의 라벨값의 차이 (Output A - Output B)를 학습하는 역할을 

한다.

Fig. 3.에서 입력데이터로 Input A와 Input B, 두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주어진다. 학습 시에는 Input A의 라벨, Input B의 라벨, 

그리고 (Input A의 라벨 - Input B의 라벨) 세 가지 라벨 값을 

통해 학습이 된다.

회귀값 예측시, Input A에는 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

고, Input B에는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러면 출력되는 

차이값을 통해 Input A의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Input 

A에는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Input B에 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해도 Input B의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 데이터의 개수 x 

2)개 만큼 예측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IV. The Experimental Results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제안한 회귀 문제를 위한 딥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배관 감육 예측 문제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배관 감육 

예측 문제를 위한 실험 환경에 대해 서술하고, 해당 실험 환경에서 

제안한 회귀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1. 배관 감육 실험 환경

Fig. 4.와 같이 배관 시스템 상의 한 엘보 부분에 감육 엘보 시편을 

제작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배관 감육 현상을 모사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였다. 감육 엘보 시편은 총 6개로 Table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진동 신호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가속도계 센서설치 위치는 

Fig. 5.와 같다. 감육 엘보 시편에 따라 가속도계 센서의 신호를 

수집하였고, 이 데이터를 통하여 배관 감육 정도 예측을 위한 모델을 

학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1.에 나타나있는 6개의 감육 엘보 시편 중 

5개의 감육 엘보 시편을 이용하여 수집된 가속도계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나머지 하나의 감육 엘보 시편의 최소 두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Fig. 4. (a) Cross section of a elbow specimen and 

(b) Pipeline systems with an elbow specimen attached [7]

최대 감육 정도 (%) 감육 엘보 시편의 최소 두께 (mm)

0 7.48

20.3 5.96

30.2 5.22

41.4 4.38

53.0 3.59

77.9 2.40

Table 1. The thickness of six elbow specimens [7]

Fig. 5. Location of the accelerometers on the elbow 

specimen [7]

2. 배관 감육 실험 결과

Fig. 2.와 Fig. 6.은 Table 1.에서 감육 엘보 시편의 최소 두께가 

5.22mm인 시편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학습을 시켰을 때의 예측 

결과이다. 그림 4는 기존의 회귀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과이고, 그림 

6은 제안한 회귀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과이다. 제안한 회귀 네트워크를 

통해 예측값들의 분산은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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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gression Results of the Proposed Regression 

Methods for the Test Dataset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회귀 문제에서 예측값들의 분산을 줄이기 위한 

딥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회귀 문제에서 사용되

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와 달리, 하나의 입력에 대한 레이블 값뿐만 

아니라 두 입력에 대한 레이블 값들의 차이를 학습시키는 딥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였다. 통계학 이론을 통하여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러 예측값을 예측해내고, 이 값들을 평균내어 새로운 예측값으

로 사용한다면, 예측값들의 분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앞서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는 단일 네트워크로 예측값들의 

분산이 줄어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배관 곡관의 

감육두께를 예측하는 문제를 통해 제안된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하였

다.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였을 때, 회귀 문제의 예측값들의 분산이 

감소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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