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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understand the complex phenomena performed in steam explosion, the fast and global measurement of the steam 
distribution is imperative for this extremely rapid transient stimulation of the bubble breakup and coalescence due to 
turbulent eddies and shock waves. TROI, the experimental facility requests more robust sensor system to meet this 
requirement. In Europe, researchers are prefer a X-ray method but this method is very expensive and has limited 
measurement range. There is an alternative technology such as ECT. Because of TROI’s geometry, however, we need 
axial tomography method. This paper reviews image reconstruction algorethms for axial tomography, including 
Tikhonov regularization and iterative Tikhonov regularization. Axial tomography method is examin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 for typical permittivity distributions. Future works in axial tomography technology is discussed. 

기호설명 
 

C, ∆C : 캐패시턴스, 캐패시턴스의 변화 
C, ∆C : 캐패시턴스 벡터, 캐패시턴스 변화벡터 
C12 : 1- 2 번 전극 사이의 캐패시턴스 
C(ε) : 유전율에 대한 캐패시턴스 함수 
g : 정규화된 유전율 벡터 

 : 복원된 유전율 벡터 
M  : 측정 캐패시턴스의 개수 
P  : 픽셀의 개수 
Q  : 전하 
S  : 민감도 행렬 
V12  : 1 번과 2 번 전극 사이의 전압 

  : 유전율 분포 
  : 유전율의 최대값 

 : 유전율의 최소값 
 : 유전율의 변화 벡터 

  : 정규화된 캐패시턴스 벡터 

 

μ  : 정규화 변수 
  : 포텐셜 분포 
  : 전하 밀도 분포 

ECT  : 전기적 캐패시턴스 토모그라피 
TR  : 티크노프 정규화 
ITR  : 반복 티크노프 정규화 
 

1. 서 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중대 사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중대 

사고에 대한 연구의 예로 원자로의 노심의 용융의 

경우 그 발생 확률은 매우 낮으나 그 위험도가 

높아 관심의 대상이다. 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대처방안의 수립에 있어 현상적인 

불확실도를 최소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이것이 과장되게 관심의 대상이 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종 공학적 장치들을 개발, 

부착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발과정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 책임저자, 회원,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과 
E-mail : jylee@handong.edu 
TEL : (054)260-1392  FAX : (054)260-1392 

  *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제어공학과 

  
3027



초래된다. 더욱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일 것이므로 

현상의 재현과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중대사고 연구 중 위와 같은 종류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증기폭발 사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노력 

중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측 중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사용하여 실험하면 폭발적 

반응이 발생하나, 핵연료의 용융체를 사용하면 

그런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측 사실을 

관측한 것이다. 이 관측 때문에 이 문제는 마치 

해결된 문제로 정리되어 가는 분위기 이지만 

이러한 비선형적인 폭발현상의 재현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량의 실험이 수행되어야 그 정도와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할 때 매우 빠른 시간에 

발생하는 증기발생과 용융 핵연료의 냉각에 따른 

고체화된 덩어리의 발생, 분포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대하여 이탈리아등의 

서구 연구자들은 고속 X-선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매우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인 기술을 찾게 되었다. 대안적인 

기술 중 하나로 전자장 토모그라피 방법이 있다. 

본 논문은 축방향 토모그라피에 전자장 토모그라 

피 방법을 적용하여 중대사고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증기폭발을 관측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ECT(Electrical Capacitance Tomography) 

전자장 토모그라피 연구는 1994 년 멘체스터 공
대에서 발표된 논문을 필두로 현재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 분야이다. 전자장 토모그라피 방법 중 
캐패시턴스 토모그라피는 Xie(1992)(1)에 의해 개발

된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는 재현된 이미지의 정밀도를 높이

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되었다. 처음으로 
시도된 방법은 민감도 행렬을 사용한 선형역전사

(Linear Back Projection, LBP)(1)방법이 있다. 또한 역
문제(Inverse Problem)를 해결하는데 많이 쓰이는 
티크노프 정규화(Tikhonov Regularization)방법이 있
고, 이 방법에 반복법을 적용한 반복 티크노프 정
규화(Iterative Tikhonov Regularization)도 제시되었다.  

z

y

x

y

Flow direction

 
Fig.1 Electrode’s arrangement in square ECT and 

axial tomography, respectively. 
 
Peng, Lionheart(2,3) 반복법을 사용하여 오차의 감소

를 시도한 연구에는 Yang에 의해 제시된 프로젝

티드 렌드웨버 반복법(Projected Landweber Iteration 
Method)(4)이 있다.  
위와 같은 역전사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사각관

이나 원통형 관에 적용되었다. 원통형 관의 x-y평
면의 유전율을 복원한 다음 시간순서로 조합해서 
y-z평면의 유전율 분포를 나타낸 시도(7)는 있었지

만 y-z평면을 한번에 통째로 복원하는 축방향 토
모그라피에 적용된 예는 없다. 전자장 토모그라피 
방법을 사각이나 원형의 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
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토모그라피 기술의 
향상을 위해, 그리고 관의 단면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을 관측하기 위해 축방향 토모그라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Fig.1 과 같이, 보통의 ECT 는 x-y 단면의 이미지

를 복원하지만 축방향 토모그라피는 y-z 단면의 이
미지를 통째로 복원하고 유체관의 위와 아래에 전
극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보통의 

 

 
Fig.2 T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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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Electrode’s arrangement in axial tomography 

 
ECT 방법보다 어렵다. 본 연구가 적용될 실험장치

는 Fig. 2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치의 구조

상 밑 부분에도 전극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이미지의 복원을 위해 밑바닥에 2 개의 전극

을 추가적으로 장착하였다. 추가적으로 전극을 장
착한 전극을 포함한 전극의 배치는 Fig.3 과 같다.  

N 개의 전극판 사이에 순서대로 전압을 걸어주

면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면 총 N(N-1)/2 개의 측
정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측정값과 역전사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유전율의 분포를 알아내고, 이를 
토대로 이상유동의 분포를 알아내는 것의 ECT 의 
목적이다. ECT 는 크게 캐패시턴스 측정 회로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부분과 역전사 알고리즘을 보
함한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부
분은 크게 순방향 전사(Forward projection)와 역방

향 전사(Backward projection)로 나눌 수 있다. 순방

향 전사는 주어진 유전율로 각 전극쌍의 캐패시턴

스 값을 계산하는 단계이고  역방향 전사는 계산

된 캐패시턴스 값으로 다시 유전율의 분포를 계산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언급할 것이고 역방향 전사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실험으로 측정된 캐패시턴스 대신 순방향 전사에

서 FDM 방법으로 구한 캐패시턴스 값으로 이미지

를 복원하였다.  

3. ECT해석을 위한 유한 차분법 

캐패시턴스 토모그라피의 경우 센서 내부의 지
배방정식은 다음의 포이손(Poisson) 방정식이며 내
부의 전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의 라플라스 방정식

이 된다.  
 

[ ( , ) ] 0x yε φ∇ ⋅ ∇ =     (1) 
 
본 연구에서는 유한차분법(FDM)에 중심 차분식

을 적용하여 지배 방정식을 이산화 하였다. 위의 
지배 방정식을 이산화 한 후 포텐셜을 구한 다음

캐패시턴스를 계산한다. 캐패시턴스의 계산은 전

극쌍 사이의 전하량과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 결정

된다. 예를들어  1 번 전극과 2 번 전극사이에 걸
리는 캐패시턴스 C12는 다음과 같다.  

 

12
12

dVQC
V dV

ε φ

φ

∇ ∇
= =

∇
∫
∫      (2) 

 
식(2)의 형태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

여 역전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많은 계산

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선형화 하면 계산 시간

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역전사 기법이 단순해진다. 
식(2)는 유전율과 포텐셜의 함수이다. 그러나 포텐

셜도 유전율의 함수이므로 선형화를 위해 캐패시

턴스는 유전율의 함수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C C ε=       (3) 
 
여기서 C 는 측정된 유전율이다. 식 (3)은 테일러 
급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개할 수 있고 
이러서 선형식을 얻을 수 있다.  
 

 

CC Sε ε
ε

∂
Δ = Δ = Δ

∂     (4) 
 
여기서 S 는 유전율 변화에 대한 캐패시턴스의 변
화로 반응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쟈코비안 행렬이

고 민감도 행렬(sensitivity matrix)이라고 부른다. 식 
(4)는 다음과 같이 정규화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
는데 이를 선형 순방향 전사라고 부르며 식 (5)와 
같다.  
 
 

 
(a)                 (b) 

 
(c)                 (d) 
 
Fig. 4 Example of sensitivity 

Sgλ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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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는 표준화(normalize)된 캐패시턴스 벡터

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in

max min

C C
C C

λ −
=

−       (6) 

   
 

 
또한 S 는 민감도 행렬이고 g 는 유전율 벡터로서 
높은 유전물질에 대해서는 1, 낮은 유전물질에 대
해서는 0 으로 정규화 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민감도 행렬을 구성하면 Fig. 4 와 같이 나타난다. 

4. 역전사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순방향 전사와 역방향 전사가 있
음을 2 장 후반부에서 언급하였다. 순방향 전사에

서는 임의의 유전율 분포를 사용하여 캐패시턴스

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정방향 문제(Direct 
problem)이다. 반면 역방향 전사는 측정된 캐패시

턴스를 사용하여 유전율의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었고 이것이 역전사 문제(Inverse problem)이다. 정
방향 문제와 역전사 문제 사이의 관계는 Fig. 5 에

서 볼 수 있다. 만약 정방향 문제가 선형이라도 
그에 대응하는 많은 역전사 문제들이 대부분 비선

형이기 때문에 역전사 문제는 해를 정확하게 구하

기 어렵고 많은 계산시간이 필요하다(5). 이러한 역
전사 문 제는 종종 ill-posed상태인데 이러한 문제

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규화(Rgularization)방
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경우 역방향 전사(Backward 

Projection)방법은 식 (5)에서 민감도 행렬인 S 의 
역행렬로 유전율의 분포 g 를 구할 수 있다. 
   

1g S λ−=       (7)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민감도 행렬 S 는 정방행

렬(Square Matrix)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정방행렬을 만들기 위해 식 (5)에 
측정오차와 근사과정에서 발생한 오차가 개입된다

고 가정하고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 자승법

을 사용한다. 오차의 제곱 f(g)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Fig.5 Relation of direct problem and inverse problem. 

1 1( ) || || ( 2 )
2 2

T T T T Tf g S g g S Sg g Sλ λ λ λ= ⋅ − = − +
  (8) 

 
위 식의 최소조건은 미분을 통해 결정되며 다음과 
같다.  
 

  ( )TS Sg λ 0− =      (9) 
 
위 식을 통하여 유전율 분포에 대한 역전사는 다
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1ˆ ( )T Tg S S S λ−=    

 (1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STS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ill-posed조건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
양한 역전사 알고리즘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티
크노프 정규화와 반복 티크노프 정규화를 사용하

여 이미지를 복원할 것이다.  
 

4.1 티크노프 정규화 
식 (10)에서STS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ill-
posed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크노프 정규화 행렬

을 가중하여 역행렬을 구한다.  
 

 
1ˆ ( )T Tg S S I Sμ λ−= +     (11) 

 
위의 식에서 I 는 항등행렬(Identity matrix)이고, μ
는 정규화 변수(Regularization parameter)이다. 이 
방법은 μ값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μ의 값은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 최적화 하기도 
하고, 실험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4.2 반복 티크노프 정규화 
Hansen(6)은 티크도프 정규화 방법에 뉴턴 렙슨 반
복법(Newton-Rhapson Iteration)을 적용한 반복 티크

노프 정규화(Iterative Tikhonov Regularization)를 구
현하였다. 식 (10)을 선형 전개하여 예상되는 목적

값을 0 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반복공식을 다음

과 구성하였다.  
 

         (12) 

 
위의 식 역시 STS의 역행렬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티크노프 정규화처럼 티크노프 정규화 행렬을 가
중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13) 
 
여기에서 k 는 반복 횟수(iteration numb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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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토의  

본 장에서는 위에 제시된 방법들이 축방향 토
모그라피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할 프로그램으로 
MATLAB 이 사용됐다. 유한차분법(FDM)을 사용해

서 MATLAB 에 의해 시뮬레이션된 복원된 이미지

와 원래의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TR 방법과  ITR 
방법 2 가지 알고리즘에 대하여, 전형적이고 단순

한 유전율 분포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모델링 하였

다. FDM 방법을 통하여 캐패시턴스 값을 얻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4 가지 유전율 분포에 대한 이미지

를 복원하였다. 복원된 이미지의 이미지 오차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였다.  

 

M O

M

e
ε ε
ε
−

=
 

 
여기서 Mε 는 복원된 유전율 값이고 Oε 는 기

준 유전율 값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뮬레이

션은 Pentium M processor 1.73GHz 의 CPU 와 
1Gbytes 의 memory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5.1 티크노프 정규화 방법으로 복원한 이미지 
Fig. 5 는 TR(Tikhonov Regularization)방법으로 

복원한 이미지이다. 유전율 분포의 예는 총 4 가

지로 물이 1/4 정도 채워져 있을 때, 2/4 정도 채

워져 있을 때, 3/4 정도 채워져 있을 때 그리고 물

이 3/4 정도 채워져 있고 다른 원기둥 모양의 어

떤 물체를 물에 넣었을 경우(앞으로는 cup이라 

고 부르겠다.)에 대해 예를 들었다. Fig. 5 의 결과

에서  검은색은  물( ε =80)이고  하얀색은  공기

( ε =1)를 나타낸다. Regularization parameter 

( μ )는 10-5이다. 위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이미지의 오류는 윗부분의 오류이다. 윗부분

은 네가지 경우 모두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이미지에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복원되었다. 위쪽에 

전극이 달려있지 않은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물의 수위도 잘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 끝부분

만 잘 복원되고 가운데 부분은 복원이 안되고 움

푹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와 

(d)의 복원된 이미지를 보면 거의 구분이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은 각 유전율 분포

에 대해 TR방법으로 이미지를 복원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미지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결과

를 확인해 보면 실제 실험에 적용하기 어려울 정 

도로 복원이 잘 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와 (d)를 보면 수위만 비슷하면 가운데 부분의 

유전율 분포가 다르더라도 복원된 이미지는 비슷

한 것을 볼 때 TR방법은 실제 실험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Elapsed time and image error for TR. 
 

유전율 분포 복원시간(sec) 이미지오차 
1/4 0.64 99.86% 
2/4 0.59 99.84% 
3/4 0.60 99.89% 
cup 0.64 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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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5 Reconstructed image for T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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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6 Reconstructed image for ITR method 
 

5.2 반복 티크노프 정규화 방법으로 복원한 
이미지 

Fig. 6 은 ITR(Iterative Tikhonov Regulariza-

tion)방법으로 복원한 이미지이다. Regularization 

parameter(μ )는 10-5로 설정하였다. Fig.6 을 보

면 TR방법으로 복원했을 때와는 다르게 (c)와 

(d)가 서로 구별되게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d)의 경우 복원된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의 물과 공기의 경계가 원래의 모양과 같이 

복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수를 늘리면 Fig.7 과 같이 이미지 복원이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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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2 를 보

면 알 수 있듯이 반복수를 크게 늘려야 복원이 잘

된다. 반복수를 늘림에 따라 계산시간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이미지를 복

원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수렴값에 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유전율의 

본포에 따라 복원되는 이미지 복원시간과 이미지 

오차는 Table2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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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Reconstructed image for more iteration number 

 
Table 2. Elapsed time and image error for ITR. 

 
유전율  

분포 
반복수 

복원시간

(sec) 
이미지오차

1/4 104 2.39 16.6% 

2/4 104 2.37 18.35% 

3/4 104 2.3 17.2% 

104 2.218 34.62% 
cup 

105 15.39 24.37%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까지 보통 사용되었던 사각

관이나 원기둥의 관에 전극을 부착하여 수행한 
ECT 방법 대신 관의 측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관
의 전체 모양을 통째로 관측하려는 축방향 토모그

라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축방향 
토모그라피 방법을 사용하여 증기폭발 관측 실험

에 사용될 4 각기둥 모양의 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상의 분포 알아보았다. 유한 차분법을 통해 이산

화된 지배 방정식으로 캐패시턴스를 구하였고 이 
캐패시턴스를 사용하여 민감도 행렬을 계산해서 
축방향 토모그라피 방법을 구현하였고 순방향 전
사를 구축하였다.  
역방향 전사를 위하여 FDM 방법으로 구한 캐패

시턴스를 사용하였다. 역전사 알고리즘으로 티크

노프 정규화(TR)방법을 구현하였고 티크노프 정규

화 방법에 Newton-Rhapson 반복법을 적용한 반복 
티크노프 정규화(ITR)방법이 사용되었다. 위의 역
전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4 가지의 전형적이고 
간단한 유전율 분포에 대해 이미지 복원을 수행 

하였고 티크노프 정규화보다 반복 티크노프 정규

화가 더 뛰어난 이미지 복원 능력을 가짐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이미지의 복원을 위해 많
은 반복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이미지를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시간

으로 복원되는 ECT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더 빠르

게 수렴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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