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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국소 기포센서에 의한 2상유동 측정 신호의 상 판별 기법 
 

II. 내 용 

 

   2상유동의 국소 위치에서 기상(氣相)의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부터 얻는 
신호들은 센서 끝 부분에서 상(相)의 종류에 따라 상반된 준위를 가진다. 이상적인 
경우 두 상의 경계면에서 신호의 불연속점이 존재하고 이 지점을 경계로 명확한 상 
구분이 신호를 통해 구현이 되어야 하지만 신호처리 회로의 특성, 센서의 가공특성, 
센서 끝부분에서 물리적인 유체의 현상으로 인해 계면(phasic interface; 界面)이 존재

하는 부근의 일정 영역 동안 연속적인 천이곡선이 존재한다. 측정된 신호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계면의 명확한 정의를 위한 공학적인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즉, 계면을 경계로 불연속점이 존재하도록 신호를 가공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문서는 2상유동 측정센서로부터 얻어지는 Raw Signal을 각 상을 의미하는 명
확한 준위를 설정하여 직각화하는 기법을 기술하였다. 2상유동 인자들의 측정을 위
해서는 계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측정 데이터를 각 상의 준위로 양분하는 과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소 센서(local sensor)로부터 취득하는 2상유동 신호들은 기
상과 액상의 경계를 중심으로 출력준위의 값이 큰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변동의 
시점이, 명확한 액상 혹은 기상의 준위뿐 아니라 다양한 준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을 계면으로 정의하여 사각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
로그램은 데이터 취득 소프트웨어에 삽입하여 활용하는 게 용이하며,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 그 적용례를 제시하였다. 
 

   신호의 특성은 센서 및 유체의 종류, 실험조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호처리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설정치들을 
조정하여 실제 2상유동 측정 신호에 대해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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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Phase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the Local Void Sensor Signal of Two-Phase Flow 
 

II. CONTENTS 
 

The signals from a local void sensor to get the information of phasic interface in the two-
phase flow have different signal levels according to each phase at the sensor tip. For an ideal 
case, there should be a discontinuity in void signals at the time when the phasic interface 
contacts the sensor and the signal should have a discrete form corresponding to each pha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ignal processing unit and the fabrication of sensor as well as those of 
physics near the sensor tips, however, the signals show some interval of transient continuous 
line near the instant that the sensor contacts the interface. To get the information of various 
physical variables from the measured signal, signal processing for the identification of each 
phase should precedes. In other words, one should convert the signals to discrete form as in the 
ideal case. 
 

This report describes the signal processing logic and software program to convert the 
continuous raw signal into the discrete form illustrating definite phase. Prior to the signal 
processing, one should define the phasic interface definitely. In actual flow conditions, the level 
varies abruptly at the instant that a sensor contacts the interface. The transient is shown at the 
various level states of signals. This study defines the instant of the interface as the beginning 
point of transient.  
 

The developed program is used by inserting it into the data acquisition software. In the latter 
part of this report, the example illustrating this program is presented as a part of data processing 
software. 
 

The signal characteristics can be different by depending on the sensor, working fluid and the 
experimental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program works well 
under the actual flow conditions, and if required, the set parameters in the program can be tuned.   

 
 



 

 iv

CONTENTS 

 
1. Introduction ............................................................................................................................... 1 
2. Signal Processing Program Algorithm ...................................................................................... 3 

2-1 Definition of Variables and Memory Allocation.............................................................. 4 
2-2 Signal Converting Logic.................................................................................................. 4 
2-3 Application of Developed Program ............................................................................... 27 

3. Conclusion............................................................................................................................... 31 
References ................................................................................................................................... 31 
Appendix: List of the Signal Converting Program...................................................................... 32 

 



 

 v

 

List of Figures 
 

 
Figure 1. Flow Chart of Signal Converting Program .................................................................... 2 
Figure 2. Concept of Signal Converting .............................................................................3 

Figure 3. Flow Chart of Process-1 ...................................................................................7 

Figure 4. Flow Chart of Process-2 ...................................................................................9 

Figure 5. Flow Chart of Make_Height_for_Rectangle() ..................................................12 

Figure 6. Flow Chart of Make_Rectangular_For_Ary() ..................................................13 

Figure 7. Results of Condition-1 in the Make_Rectangular_For_Ary () .......................14 

Figure 8. Results of Condition-3 in the Make_Rectangular_For_Ary () .......................17 

Figure 9. Results of Condition-4 in the Make_Rectangular_For_Ary () .......................18 

Figure 10. Results of Condition-5 in the Make_Rectangular_For_Ary ().....................19 

Figure 11. Flow Chart of Filtering Program. ...................................................................23 

Figure 12. Flow Chart of Cal_Width_of_Ary().................................................................24 

Figure 13. Results of Ary_Filter1().................................................................................25 

Figure 14. Results of Ary_Filter2().................................................................................26 

Figure 15. Utilization Example 1 to DAS Software (VEE Program Main) ....................29 

Figure 16. Utilization Example 2 to DAS Software (VEE Program Panel) ...................30 

 



 

 vi

목  차 
 
1. 서론.......................................................................................................................................... 1 
2. 신호 사각화 알고리듬 .......................................................................................................... 3 

2-1 변수정의 및 메모리 할당 .......................................................................................... 4 
2-2 신호 사각화 .................................................................................................................. 4 
2-3 프로그램 적용 ............................................................................................................ 27 

3. 결론........................................................................................................................................ 31 
참고문헌..................................................................................................................................... 31 
Appendix: 신호 사각화 프로그램 .......................................................................................... 32 

 



 

 vii

그림 목차 
1 

그림 1. 신호변환 프로그램의 순서도 ......................................................................2 

그림 2. 신호 사각화 개념도....................................................................................3 

그림 3.  Process-1 순서도...................................................................................7 

그림 4.  Process-2 순서도...................................................................................9 

그림 5.  Make_Height_for_Rectangle() .............................................................12 

그림 6.  Make_Rectangular_For_Ary() 순서도..................................................13 

그림 7.  Make_Rectangular_For_Ary()에서 조건문-1 결과 .............................14 

그림 8.  Make_Rectangular_For_Ary()에서 조건문-3 결과 .............................17 

그림 9.  Make_Rectangular_For_Ary()에서 조건문-4 결과 .............................18 

그림 10. Make_Rectangular()에서 조건문-5 결과 (1/2)...................................19 

그림 10. Make_Rectangular()에서 조건문-5 결과 (2/2)...................................20 

그림 11. 신호여과 프로그램 순서도......................................................................23 

그림 12. 기체신호 길이 도출 함수(Cal_Width_of_Ary()) 순서도 .......................24 

그림 13.  Ary_Filter1() 함수 적용 결과.............................................................25 

그림 14.  Ary_Filter2() 함수 적용 결과.............................................................26 

그림 15.  DAS 소프트웨어의 적용 예-1 (VEE Program Main) ........................29 

그림 16. DAS 소프트웨어의 적용 예-2 (VEE Program Panel)..........................30 



 

 1

1. 서론 

 

   최근에 2상유동의 주요 인자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 활용되고 
있다. 프로브법은 유동장에 직접 센서를 삽입하여 기포율 및 계면의 속도 등과 같
은 국부적인 2상유동 인자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로서

는 전기저항법과 광섬유법 등이 있다. 상기 측정기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신호특성

은 서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다. 국부적인 위치에 삽입되

어 있는 센서가 액상을 접촉할 때와 기상을 접촉할 때 신호의 준위는 극과 극을 경
험하게 된다. 이상적인 경우 두 상의 경계면에서 신호의 불연속점이 존재하고 이 
지점을 경계로 명확한 상 구분이 신호를 통해 구현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
호처리 회로의 특성, 센서의 가공특성, 센서 끝부분에서 물리적인 유체의 현상으로 
인해 계면이 존재하는 부근의 일정 영역 동안 연속적인 천이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측정된 신호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계면의 명
확한 정의를 위한 공학적인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즉, 계면을 경계로 불연속점이 존
재하도록 신호를 가공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다중센서로 표현이 되는 
기포의 속도는 각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개의 센서신호로부터 계면의 위치를 
정의하고, 이들의 시간차를 측정하여야 기포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

로부터 얻어지는 Raw Signal을 데이터 분석 상에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호 가공을 위해서는 계면을 경험하는 순간에 대한 신호 특성의 정의를 해 주
어야 한다. 계면의 정의 개념을 확정한 후 다양한 유동 경우 혹은 외부적인 노이즈

신호에 대한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노이즈는 매우 작은 폭을 가지며 변
화하는 신호로서 소프트웨어적인 여과논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또한 기포 개수가 
많거나 큰 기포들이 다량 존재하는 고 기포율 조건에서는 기포들이 집합체의 형태

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매우 짧은 액상의 신호를 위한 다양한 처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센서의 신호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매 경우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Raw Signal에 대해 계면을 경계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사각형 모양의 신호로 구분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림 1은 신호 
사각화 변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순서도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입출력 부분, 신호

를 처리하기 위한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 초기화 하는 부분, 그리고 신호를 사각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회로를 구현하는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음 장에 각 
경우에 대해 자세한 기술을 하기로 한다. 본 신호처리 과정은 Microsoft C++로 작성

되었으며, 프로그램 리스트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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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호변환 프로그램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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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 사각화 알고리듬 

 

   국부적 위치에서 2상유동 측정센서로부터 받는 신호를 사각화하는 작업은 매 순
간에서 상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시간 혹은 Count에 따
른 신호의 개념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각화 작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의 
세로축은 데이터 취득장치를 통해 얻어지는 신호의 전압 크기에 대응이 된다. 2상유

동에서 액상과 기상은 경계면을 중심으로 거의 불연속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하고, 
이상적인 경우라면 사각화된 신호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실제 경우, 센
서 끝에서의 Wetting현상 및 신호회로의 처리 속도 등으로 인해 천이영역을 가지는 
연속적인 신호를 얻게 된다.  
   이러한 Raw Signal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인위적인 계면의 정의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림 2(a)는 액상과 기상의 경계의 준
위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고, 그 값을 경계로 상 구분을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경계준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보통 다른 계측장치를 통하여 얻은 
물리량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수행한다. 그림 2(b)는 계면의 존재를 각 상의 준위에

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가정을 한다. 즉 액상 속에서 기포 등
의 기상이 센서를 지나갈 때 센서로부터 얻는 신호는 액상의 준위를 가지다가 계면

을 만나는 순간부터 준위의 큰 상승이 존재하고, 기상의 준위까지 도달한다. 이 후 
기포가 센서를 이탈하는 순간에 기상으로 표현되었던 준위는 급격히 액상의 준위로 
변동을 하고, 그 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계면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설정한다.  
 

 
 

(a)                                   (b) 

그림 2. 신호 사각화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물리적인 개념과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신호 처리

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기울기의 변화율이 계면의 감지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 신호 속에는 외부적인 원하지 않는 신호가 다량 포함되

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매 신호마다의 면밀한 체크 과정이 요구된다. 후자의 과정에

는 타 측정방법에 의한 값을 참조로 인위적인 계면정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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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에 가까운 상 구분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입출력 부분,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 초
기화 하는 부분, 그리고 신호를 사각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회로를 구현하는 부분

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음 절에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였다. 
 

2-1 변수 정의 및 메모리 할당 
 

   신호사각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변수들이 정의되어

야 한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과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Number_of_array: Sample 개수 (표현의 간결을 위해 N으로 정의) 
Frequency_AD: 데이터 취득속도 
A[N]: Raw Signal을 위한 배열 
Ary[2*N]: Raw Signal 과 가공 신호저장을 위한 배열 
i_part: 신호들을 소규모로 그룹핑하기 위한 각 샘플그룹의 크기 
Quotient: 샘플그룹 개수 
Cutoff_Buff0[Quotient]: Buffer Array 1, 각 샘플그룹에서 액상의 평균 준위 
Cutoff_Buff1[Quotient]: Buffer Array 2, 각 샘플그룹에서 액상의 최대 준위 
Cutoff_Buff2[N]: Buffer Array 3, 각 샘플에서 액상/기상 경계 준위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는 디지털화 되어 전압 값으로 들어온다. 전압 값은 
불과 수 V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수학적으로 증폭하여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Raw Signal의 상부는 액상, 하부는 기상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Raw Signal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최대 진폭을 계산하

고, 그 값을 1000으로 확대하여 0을 액상으로, 1000을 기상 조건이 되도록 신호를 
변형하였다. 
 

2-2 신호 사각화 
 

센서로부터의 신호는 이상적인 경우 각 상에 대응되는 특정 전위준위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그 경계점에서는 불연속 하여야 하지만, 실제적인 경우 유체와 접하는 
센서 끝부분에서 유체의 현상 및 신호처리회로의 특성으로 인해 이상적인 그림에서 
다소 벗어나는 형태를 가진다. 또한 장치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노이즈 및 기포

집합체가 지나면서 복잡한 신호의 발생 등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필요로 하므로 각
각의 경우에 대해 적절한 대응 논리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호를 사각화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의 처리와 소프트웨어적인 여과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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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각각을 Process-1, -2 그리고 여과과정으로 정의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간
략히 각 모듈을 기술하면 Process-1은 기상을 제외한 액상의 신호만을 도출하여 평
균치를 구하는 과정이다. Process-2는 앞서 도출된 액상의 경계 준위를 이용하여 기
상의 샘플들을 구별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경우의 기포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논리

회로를 포함하고 있고, 기포집합체의 경우에 대한 처리도 본 과정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신호의 값이 미미하거나 신호의 폭이 매우 짧아 노이즈와 구별이 안되는 
기포신호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Process-2를 수행한 후 한번의 여과과정을 거친

다.  
 
2-2-1.  Process-1 
 

   Process-1은 기상을 제외한 액상의 평균 준위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실제 프로그

램 내에서는 Ary_Flow1()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 기포가 포함되어 있는 신호들에

서 액상을 추려내는 조건은 두 가지를 사용한다. 액상의 크기가 설정치보다 작고, 
그 범위 내에서 신호의 기울기가 특정값보다 작은 경우 그 샘플은 액상을 의미한다

고 가정한다. 따라서 두 개의 경계조건을 필요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본 과정에 적
용되는 주요 변수를 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Slope_Cutoff: 신호의 기울기 설정치 
Fact: 최대 액상의 준위 – 평균 액상의 준위 
i_part: 신호들을 소규모로 그룹핑하기 위한 각 샘플그룹의 크기 
Quotient: 샘플그룹 개수 

 

   액상의 평균 준위를 구하는 과정은 전체 신호 샘플들을 일정한 개수로 구분한 
구획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각 구획의 샘플 개수와 구획의 수는 i_part와 
Quotient로 정의된다. 본 테스트에서는 2초 동안 20000 count/s 의 속도로 받는 신호 
40000개를 10개의 구획으로 나누었으며, 본 함수에서 적용이 되는 기울기 및 준위

의 경계치를 각각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Slope_Cutoff=40 
Fact=200 

 

   적용되는 구획의 수 및 상기 경계치는 신호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매 측정신호의 표본을 받아서 신호처리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수치들은 조정될 수 있다. 
   Process-1의 주요 처리과정은 그림 3와 같이 도식화 된다. 순서도 상에서 i 는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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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그룹의 고유번호이고, k는 특정 그룹 내에서 액상으로 판단되는 샘플의 개수를 
의미한다. Cut은 이전 그룹에서의 최대 액상준위, 즉, Cutoff_Buff1[i-1]을 할당을 받아 
다음 연산을 하는데 경계치로 활용된다. Slope_ary()함수는 특정 지점, j와 j+2와의 평
균기울기를 계산한다. Noise등의 원하지 않는 외적 신호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한 
개의 샘플을 건너서 계산한다. 기울기가 크면 액상에서 기상으로 전환되는 순간으

로 판단할 수 있고, 기울기가 경계치인 Slope_Cutoff보다 작으면 액상으로 판단한다. 
한편 높은 준위에서는 기울기가 작더라도 기상의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액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액상의 최대준위보다는 작
아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바에 따라 액상이면 “Ary”배
열의 후반부, 즉 N이후에 순차적으로 j에서의 준위 값을 기록을 한다. 이 후 다음 
샘플로 진행한다. 
   한 구획에서의 과정을 마치면 총 k개의 액상판단 샘플의 준위 값이 ary[N]에서 
ary[N+k]까지 저장이 된다. 이 값들의 평균을 취하면 그 구획에서의 평균 액상의 준
위 값을 도출할 수 있고, Cutoff_Buff0[i]에 기록한다. 다음 구획에서 액상의 판단을 
위한 최대 액상 준위의 값을 평균 액상의 준위에 특정 준위 값(Fact)을 더하여 
Cutoff_Buff1[i]값에 저장한다. 여기서 기록된 Cutoff_Buff0와 Cutoff_Buff1는 다음 
Process에서 기상의 출발점등의 정보를 도출하는데 다시 활용이 된다. 상기 절차는 
샘플의 개수가 종료되는 최대 구획까지 반복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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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 k=0

Slope_Cutoff
Quotient, i_part (Quotient=N/i_part)
N(=Number of Samples)
Factor

Begin=i*i_part

Find Liquid Signal

Average Selected Liquid Signals

Number of Liquid Signals
and Assign the Values

i=Quotient

j=Begin+i_part

i=i+1

j=j+1

Begin=Find_Begin()

Assign Values

Cut=Cal_cut() Cut=Cutoff_Buff1[]

j=begin

Slope=Slope_ary(j)

Slope<Slope_Cutoff &&
ary[j]<Cut

k=k+1, ary[N+k]=ary(j)

Cutoff_Buff0[i]=avg_liq()

Cutoff_Buff1[i]=Cutoff_Buff0[i]+factor

Return

Yes

No

Yes

No

Yes

 
 

그림 3.  Process-1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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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rocess-2 
 

   Process-2는 전체 샘플들을 스위핑해 가면서 각 샘플이 기상인지 액상인지 가려

내는 모든 절차를 포함한다. 실제 프로그램 내에서는 Ary_Flow2()의 함수로 표현되

어 있다. 각 위치에서 샘플의 준위 및 이전 샘플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 구
분 판단을 하는데, 그 과정이 많은 절차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함수 
Make_Rectangular_For_Ary()를 두었다.  

본 과정에 적용되는 주요변수를 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_part: 신호들을 소규모로 그룹핑하기 위한 샘플크기 
Quotient: 샘플그룹 개수 
Cutoff_Buff0[Quotient]: 구획내 액상신호의 평균 준위 
Cutoff_Buff2[N]: 모든 샘플에서 상판단위한 액상 준위 
Avg_Height: 각 구획에서 신호의 최대 준위들의 평균값 

 

Process-2에서 주요 처리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포신호들의 평균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값은 아직 완전한 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값이므로 정확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기엔 무리가 있으나 기포신호 변화에 따른 
상 판단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둘째는 구획 내 액상신호들의 평균값을 각 샘플에 
대해 동일한 값을 지정하는 작업이다. 마지막 과정은 실제 상 판단을 하기 위한 다
양한 논리과정을 포함한다.  

순서도 상에서 Make_Height_for_Rectangle()은 상기 첫 번째 과정을 수행한다. 본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다. 
 

Height_Cut: 단일 기포의 최대 높이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 준위 
Factor: Height_Cut-Cutoff_Buff0[i] 

Big: 단일기포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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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

Quotient, i_part
(Quotient=N/i_part)
N(=Number of Samples)
Factor

i=i+1
j=i / i_part

Assign Values

Cutoff_buff2[i]=Cutoff_buff0[j]+Factor

i=N-1

Make_Rectangular()

Return

Yes

No

Make_Height_for_Rectangle() Refer to Figure 5

Refer to Figure 6

 
 

그림 4.  Process-2 순서도 
 

한 구획 내에서 액상 준위의 평균값은 이미 Process-1을 통하여 구해졌고, 
Cutoff_Buff0[i]에 저장되어 있다. 이 값에 적절한 준위를 더하여 Height_Cut을 정의

한 후 샘플의 준위가 이 값보다 큰 경우부터 출발하여 다시 이 값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진행해 가면서 최대의 지점 및 그때의 준위를 도출한다. 본 분석에서는 
그 여유도를 Factor로 정의하여 100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 값은 신호의 특성에 따
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실제 기포의 높이는 이 준위에서 액상의 준위와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다. 
 

Height_of_A_Bubble=Max_Height-Cutoff_Buff0[i] 
 

이 과정을 한 구획 내에서 반복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구획에서 동일한 과
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구획에 따라 구분 처리하는 이유는 각 구획에서 평
균 액상의 준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포의 최대준위와 기포개수를 
이용하여 최대 준위들의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 값을 모 함수에 제공한다. 이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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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구획 내 액상신호들의 평균값을 각 샘플에 대해 동일한 값을 지정하는 두 번째 
과정은 그림 4에 표현된 바와 같다. 일차적인 상 판단 프로그램인 
Make_Rectangular_For_Ary()에는 각 Count에서 기울기와 준위를 이용한 다양한 논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 및 각각의 의미는 아
래와 같다. 
 

i_part: 신호들을 소규모로 그룹핑하기 위한 샘플크기 
Quotient: 샘플그룹 개수 
Slope_Cut1, Slope_Cut2, Slope_Cut3, Slope_Cut4: 기울기의 경계치 
Slope_r1: 특정 count와 count+2사이의 평균기울기 
Slope_r2: 특정 count+1과 count+3사이의 평균기울기 
Slope_r3: 특정 count+2와 count+4사이의 평균기울기 
Slope_r4: 특정 count+3과 count+5사이의 평균기울기 
Slope_l1: 특정 count와 count-2사이의 평균기울기 
Slope_l2: 특정 count-1과 count-3사이의 평균기울기 
Avg_Height: 기포들의 평균 높이 (Make_Height_for_Rectangle()함수 호출값) 
k: 이전 Count에서의 상종류 지시자 (0: 액상, 1: 기상) 

 

Make_Rectangular_For_Ary()의 처리과정은 그림 6에 도식화 되었다. 이 함수에는 
기포신호 식별을 위한 총 6개의 조건문을 두고 있다. 크게 count 수가 0인 경우, 
1~N-6인 경우, 그리고 N-5~N-1인 부분으로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
역에 적합한 판단문을 적용하였다. 우선 처음 하나의 count 에 적용되는 조건문-1은 
아래와 같다. 
 

조건문-1: Ary[i] > Cutoff_Buff2[i]+Avg_Height*0.2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기포 신호로 인정하여, Ary[N+i]에 1500을 저장하고, k를 1
로 바꾼다. 시작 시점에서는 기울기 조건을 함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처음에 액
상으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기포의 시작단계에서 흔히 보여지는 기울기의 상승과정

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포의 기울기 조건을 사용할 수 있으나 처음에 기포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특히 슬러그 기포인 경우, 거의 최대의 준위에 이미 도달해 있는 시
점에서 기울기의 증가분이 없을 수 있으므로 액상의 조건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처음 한 개의 샘플에 대해서는 샘플 준위가 기상의 조건에 도달하면 아무런 
부가적인 조건 없이 기포신호로 인정한다. 처음에 슬러그 기포로 샘플링을 시작하

는 경우에서 조건문-1없이 바로 일반적인 기울기 조건을 쓰는 경우에 대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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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오류 및 수정결과는 그림 7의 (a), (b)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 조건문에서는 
단순히 신호의 준위가 높은 경우 기상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기포신호가 최대 
점에서 하강하는 과정상에 출발점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기포조건으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 이상의 Count에서는 기울기 조건이 음의 값이므로 바로 액상이 조건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작부를 가지는 신호들에 대해 Process 2는 처음 한 점에 
대해서만 1500의 값을 가지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후에 여과과정을 
통하여 걸러지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 

조건문-2부터 -5까지는 샘플 신호들의 앞, 뒤 몇 count들을 제외한 모든 샘플들에 
적용된다. 2상 유동, 특히 큰 기포들이 존재하는 유동을 측정하는 과정에는 매우 다
양한 형태의 신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경우에 적절한 상 구분을 위한 처리과정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참조하는 신호의 기울기는 샘플 신호의 우측 기울기만을 
고려하였다. 조건문-2는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과정으로서, 신호준위

가 액상의 평균준위보다 높은 샘플들 중에서 우측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면 기
상으로 판단한다. 즉, 
 

조건문-2: (Ary[i] > Cutoff_Buff2[i]) AND (Slope_r1> Slope_Cut1 AND Slope_r2 > 
Slope_Cut2) 
 

기울기를 판단하는 과정은 그 순간의 샘플에서 우측의 기울기를 참조하며 기울

기 변수의 정의는 전술한 바와 같다. 우선 우측의 첫 번째 기울기가 설정치 보다 
큰 경우에는 액상의 신호조건에서 기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울기 조건은 짧은 파장을 가지며 요동치는 노이즈 신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양의 기울기가 보장되어야 하도록 하였다. 상
기 조건을 충족하면 기포 신호로 인정하고, Ary[N+i]에 1500을 저장하고, k을 1로 바
꾼다. 본 테스트에서는 Slope_Cut1과 Slope_Cut2를 각각 10과 0으로 설정하였다.  
   조건문-2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기포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경
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중 한가지는 준위 값이 기상의 값을 가지지만 기울기의 
조건이 매우 완만하여 조건문-2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상의 
상태에서 기울기가 음으로 되어 액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액상의 준위로 떨어지

기 전에 다시 기울기가 양으로 변하는 경우에 발견되는데, 물리적으로는 기포 집합

체가 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높은 준위에서 기상의 준위로 다시 상승하는 곡선의 
기울기는 액상의 준위에서 상승하는 신호의 기울기에 비해 작을 수 있으므로 별도

의 조건문을 통해 기상의 상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 조건문-3은 이러한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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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ient=N/i_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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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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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Cal_Beg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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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

Ary[j] and Ary[j+1]>Height_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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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j+1] >Height_C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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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Height_Cut

j=Begin+i_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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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_Height=Sum/Count

 
 

그림 5.  Make_Height_for_Rec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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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 Slope_r1, Slope_r2, Slope_r3
, Slope_r4, Slope_l1, Slope_l2

Slope_Cut1~Slope_Cut5
Quotient, i_part (Quotient=N/i_part)
N(=Number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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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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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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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ake_Rectangular_For_Ary()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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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건문-1 미적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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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건문-1 적용 경우 

 

그림 7. Make_Rectangular_For_Ary()에서 조건문-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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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문-3: (Ary[i] > Cutoff_Buff2[i]+Avg_Height*0.2) AND (Slope_r1> Slope_Cut3 AND 
Slope_r2 > Slope_Cut3) 
 

본 테스트에서는 Slope_Cut3를 0으로 하였다. 기상의 준위조건은 평균 액상의 준
위에 기포의 평균 높이의 20%를 더하여 이 값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그림 8은 조건문-3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그림 8(a))와 적용한 경우(그림 8(b))를 보
여주고 있다. 두 개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지만 조건문을 적용한 경우(그림 8(b))에서 
감지된 네 번째 기포 신호에 대해서 조건문-3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감지하지 않
는다. 네 번째 신호는 신호의 준위가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변화가 상당히 높
은 준위조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두 개의 기포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센서를 
지남으로 인해 센서의 신호가 다시 액상으로 미처 전환되기 전에 기포 신호를 유발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높은 준위에서 기울기가 다시 양이 되는 경우에 대해 적용

하는 조건문-3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b)의 네 번째 신호는 기울기가 양
의 값을 가지나 조건문-2에서의 값보다 작아서 조건문-3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지되지 않았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기포 신호로 인정하고, Ary[N+i]에 1500을 
저장하고, k을 1로 바꾼다. 
   조건문-4는 기상신호의 끝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와 같은 조건문을 적용

하였다. 
 

   조건문-4: (k=1) AND (Ary[i] > Cutoff_Buff2[i]) AND (Slope_r1> Slope_Cut4 OR 
Slope_r2> Slope_Cut4 OR Slope_r3> Slope_Cut4 OR Slope_r4> Slope_Cut4) 
 

조건문-4는 세가지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일단 그 전 샘플링까지는 기상인 경우

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하므로 k=1인 조건이 들어간다. 조건문-4 역시 충족되면 기상

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액상으로 판단하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오
히려 이 조건문의 뜻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즉, 이전에 기포 신호가 아니거나, 
신호의 준위가 평균 액상의 준위 이하 이거나, 해당지점으로부터 우측의 4개 지점

의 기울기가 모두 설정치 이하인 경우 액상으로 판단한다. 즉, 기상이 종료된 것으

로 본다. 그림 9의 경우를 보자. 그림 9(a)와 같이 조건문-4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하지 않는 곳에서 액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함뿐 아니라 슬러그 기포의 대부

분의 영역을 액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 번째 오류는 액상에서 기상 조건으로 준
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호 출렁임이 그대로 액상의 조건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4개정도의 추가 오른쪽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모두 음의 
값을 보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기상의 끝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슬러그 기포의 
경우 시작부와 끝 부분을 제외한 기상의 조건에서는 높은 준위 상태에서 기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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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거의 없는 영역을 가진다. 기포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기울기가 다소의 음의 
값을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큰 슬러그 중간부에서 액상의 조건으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스텝에서 기상인 조건과 테스트 지점기준으로 우측의 4
개 지점 기울기가 모두 음의 특정 값 이하인 경우에만 기상의 끝부분으로 인식하도

록 하여야 한다. 조건문-4의 건전성은 그림 9(b)에 잘 나타나고 있다. 슬러그 조건이 
지속되는 구간 동안 신호처리는 계속 기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조건문-4에 사용된 기울기의 설정치 Slope_Cut4는 약간의 음의 값으로 설정한다. 
본 테스트에서는 -5의 값을 적용하였다. 조건문-4를 충족하면 Ary[N+i]에 1500을 저
장한다. k값은 1의 값이 계속 유지된다. 반면에 충족하지 않으면 Ary[N+i]에 0을 저
장하고 k값을 0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다음 샘플링 지점에서는 액상의 조건으로부터 
처리를 시작한다. 

그림 10(a)를 보면 앞의 세 가지의 조건문을 쓴 이후라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신호처리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기포신호를 보면 Raw Signal에서 기
포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보다 상당히 앞서서 계면을 감지하고 있다. 이는 저준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작은 요동성분으로 인해 높은 신호의 기울기가 야기 되었고, 
조건문-2를 충족시킴으로 인해 기상 신호값이 저장이 되고, k=1로 전환된 경우이다. 
이후 과정은 조건문-4에 의해 완화된 기울기 조건이 그대로 충족됨으로써 상당 부
분을 기체 상태로 오인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저준위 에서 별도의 기울기 조
건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아래조건을 조건문-5로서 정의하였다. 
 

조건문-5: (Ary[i] < Cutoff_Buff2[i]+Avg_Height*0.2) AND (Slope_r1< Slope_Cut5 AND 
Slope_r2< Slope_Cut5 AND Slope_r3< Slope_Cut5) 
 

즉 신호의 준위가 액상의 준위에서 평균 기포 높이의 20%이하의 값을 가지는 
경우들 중에 우측의 세 지점의 기울기가 설정치보다 작으면 액상의 신호로 받아들

인다. 즉 조건문-5를 충족시키면 Ary[N+i]에 0을 저장하고, k을 0으로 바꾼다. 조건

문-5를 통하면 신호처리의 결과가 그림 10(b)으로 바뀐다. 여전히 아주 짧은 기포신

호를 남기기는 하지만 뒤에 나타나는 기포신호의 시작부를 잘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기포신호는 이 후 Filtering과정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10(c)는 
Filtering과정 적용 후 얻는 최종적인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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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건문-3 미적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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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건문-3 적용 경우 

 

그림 8.  Make_Rectangular_For_Ary()에서 조건문-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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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건문-4 미적용 경우 

 

7000 7200 7400 7600 7800 80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Le
ve

l

Counts

 Raw Signal
 Processed Signal

 
(b) 조건문-4 적용한 경우 

그림 9.  Make_Rectangular_For_Ary()에서 조건문-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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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건문-5 미 적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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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건문-5 적용 경우 

그림 10. Make_Rectangular()에서 조건문-5 결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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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건문-5 적용 후 여과과정을 거친 신호 

그림 10. Make_Rectangular()에서 조건문-5 결과 (2/2) 
 

   마지막으로 앞의 조건문들은 샘플신호의 우측 3개 혹은 4개 지점에서의 기울기

를 참조하여 신호를 변형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의 끝부분에서는 동일한 조건문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일 샘플집단 내부 마지막 다섯 개의 샘플은 테스트 지
점 좌측의 기울기를 참조로 하여 처리한다.  
 

   조건문-6: (Ary[i] > Cutoff_Buff2[i]+20) AND (Slope_l1> 0 AND Slope_l2> 0)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면 Ary[N+i]에 1500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저장한

다. 
 
2-2-3.  Filtering 
 

   신호들의 상 구분 과정의 주요 부분은 Process-2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상 
구분 작업 종료 후 얻은 결과 신호 중에는 아직도 기포신호의 폭이나 준위가 기포

신호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호들은 여과의 과
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변조 신호를 얻게 되는데, 여과의 과정은 하드웨어적으로 혹
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 진다. 하드웨어적이라 함은 회로상에 콘덴서들을 두어 
폭이 짧고, 준위가 낮은 신호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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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간혹 실제 기포신호를 무시해 버리는 오류뿐 아니라 신호의 특성이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강제 변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으

로 소프트웨어적인 여과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소프트웨어적인 여과과정은 그
림 11의 순서도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여과과정에는 세 개의 부 함수를 두고 있으며 각 함수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Cal_Width_of_Ary() : 개별적인 기포신호의 폭을 계산하는 함수 
   Ary_Filter1(): 여과함수 1 
   Ary_Filter2(): 여과함수 2  
 

   여과하는 신호의 대상은 신호의 준위가 매우 낮은 범위의 값을 가지는 것과 기
상신호의 폭이 매우 짧아 노이즈 등의 신호와 식별이 어려운 신호들에 해당이 된다. 
여과함수-1과 -2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처리하기 위한 함수이다. 여과과정에 사용되

는 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i_begin: 처리시작 샘플 
   i_width: 기포신호 폭 
   offset: 여과하기 위한 준위 설정치 
   width_cut_number: 여과하기 위한 기포신호 폭 설정치 
 

   각 여과함수는 기포신호의 시작점 및 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계산은 Cal_Width_of_Ary() 함수에서 수행되는데, 분석 샘플링 시작점을 
입력으로 받아 Ary[N+i]의 값을 체크하여 그 값이 액상의 값인 0의 값을 가지면 그 
다음 샘플링 위치 및 기포의 폭을 0의 값을 Return한다. 기상의 값인 1500을 가지면 
함수 내에서 Ary의 값이 기상의 값을 유지하는 동안 반복으로 진행하여 기상이 종
료되는 순간의 count를 찾아 기포의 폭을 계산하고, 다음 샘플링 count를 함께 
Return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Ary_Filter1()은 단일 기포신호의 폭 및 시작 Count를 입력으로 받아 아래와 같은 
조건문을 충족시키면 액상신호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Ary[i]<Cutoff_Buff2[i]+offset 
 

여기서 Cutoff_Buff2[i]는 앞서 정의된 액상의 평균 준위를 의미한다. 본 테스트에서

는 offset의 값을 10으로 설정하였다. 
   Ary_Filter1()에 의해 여과되는 신호의 특성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a)는 
Ary_Filter1()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신호처리 결과를, 그림 13(b)는 고려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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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의미한다. 그림 13(a)에서 큰 기포신호 앞부분의 짧은 기포신호가 나타나는

데, 이는 매우 작은 신호 준위에서 순간적인 신호의 요동이 계면을 인식하게 함으

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과처리에 의해 Raw Signal 의 저준위에서

의 값을 액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그림 13(b)와 같은 바람직한 신호결과를 얻을 수 
있다. 
   Ary_Filter2()는 기포신호의 폭을 이용하여 신호를 여과하는 함수이다. 대부분의 
노이즈와 같은 신호는 짧은 시간 내에서 요동을 치고 그 신호의 기울기는 급하기 
때문에 기포신호의 폭에 대한 여과작업을 하기 전의 신호 중에는 상당수의 노이즈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기상의 조건에서 짧은 파장으로 약간의 요동성분은 지
속적인 기포신호로 인식되기 위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저 준위를 가지는 액
상신호에 대해서는 기포와의 경계면에 도달하는 경우로 오인하기 쉽다. 이러한 오
류는 특정 설정치 이하인 폭을 가지는 기포신호를 액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용 조건문은 다음과 같다. 
 

i_width < width_cut_number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Ary[N+i]~Ary[N+i+i_width-1]를 0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i_width는 특정위치에서 Cal_Width_of_Ary()를 통하여 얻어진 기포신호의 폭을 입력

으로 받은 값이고, width_cut_number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설정치로서 본 테스트에서

는 3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 수치는 기포의 속도 및 기포 크기와 관련되어 적절한 
값으로 조정될 수 있다. Ary_Filter2()를 통하기 전과 후의 신호 예시를 그림 14에 제
시하였다.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림 14(b)의 두 번째 기포신호 직전에 작은 폭
을 가지는 기포신호가 감지되고, 이는 액상의 수준에서 기포신호의 작은 요동성분

으로 인해 기포신호로 오인한 경우이다. Ary_Filter2()를 통함으로써 그러한 매우 짧
은 기포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14(b)의 세 번째 기포신호 가공결과는 기포조

건 신호의 요동성분을 프로그램이 잘 처리하고 있음을 부가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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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begin=0

N(=Number of Samples)
Width_Cut_Number
Offset
ipart

Cal_width_of_ary()
Return i_width, Next i_begin

Assign Values

Ary_Filter1()

i_begin<N

i_begin=0

Return

No

Yes

Ary_Filter2()

i_begin<N
No

Yes

i_width=0
Yes

No

Cal_width_of_ary()
Return i_width, Next i_begin

i_width=0
Yes

No

 
 

그림 11. 신호여과 프로그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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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i_begin
i_length=0

i_begin=i_begin+1
i_length=i_length+1

Return i_begin, i_width

No

Yes

i_width=i_length

Ary[N+i_begin]=1500

Yes

No

Yes

No

Ary[N+i_begin]=1500

i_begin=i_begin+1
i_length=i_length+1

Ary[N+i_begin]=1500

i_begin=i_begin+1
i_length=0

 
 

그림 12. 기체신호 길이 도출 함수(Cal_Width_of_Ary())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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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y_Filter1() 미고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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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ry_Filter1() 고려 경우 

 

그림 13.  Ary_Filter1() 함수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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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y_Filter2() 미 고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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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ry_Filter2() 고려 경우 

 

그림 14.  Ary_Filter2() 함수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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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그램의 적용 
 

   모든 가공된 신호는 Ary[2N]에 저장이 된다. 배열의 0~N-1까지는 Raw Data에 저
장이 되고, 배열번호 N~2N-1에 앞선 배열의 가공된 값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된다. 
후반부에 기록될 배열의 값은 0 혹은 1500의 값이 저장이 되고, 전자는 액상을 후
자는 기상을 표현한다. 본 프로그램은 이 값들을 text로 출력을 한다. 실제 계측에서

는 기포의 유동인자를 의미하는 물리량 모델이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에 
추가가 되며, 함께 동적 메모리 함수 (DLL)로 변환을 시킨다. 변환된 동적 메모리 
함수는 신호취득장치(DAS) 소프트웨어에 삽입, 활용한다.  
   그림 15와 16은 본 프로그램이 상용 데이터 취득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활용되

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적용에서는 본 보고서의 Appendix에 수록해 놓은 
프로그램에서 입출력부분만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본 예에서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 
취득 소프트웨어는 HP사의 VEE 프로그램으로서 Version-5를 사용하였다. VEE는 일
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데이터 취득을 위한 하드웨어는 PowerDAQ사의 데이터 
보드를 활용하였다. 보드 특성에 맞는 드라이버를 PC에 설치하여 보드와 관계되는 
Object를 VEE 프로그램에 접목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호 사각화 작업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Microsoft C++로 작성되었고, 이를 동적 메모리 프로그램인 
DLL로 변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함수의 입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을 생성하였

다. 
   그림 15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센서 및 데이터 취득 보드로부터 들어오는 Raw Signal은 전압의 값을 가지는 이진화

일의 형태를 가지며, 보드공급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상기 이진

화일 형태의 데이터를 변환한다. 이 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호의 사각화 과정을 수행하는데, 그림 15의 중간부에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중간 부에 DLL을 불러들이는 모듈이 있고, 함수 및 헤더 화일의 정의를 위
한 별도의 개체가 다음 Process에 연결이 되어 있다. DLL과 관련된 개체의 입력단에 
Raw Data Array, 함수 내에서 신호의 가공을 위한 두 개의 Buffer Array, 한번 계산을 
할 때 취득하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 AD Converter의 샘플링 스피드 값이 연결되어 
있다. 함수를 통하여 얻는 데이터는 신호를 Normalize한 데이터 배열과 사각화 작업

이 이루어 진 후의 신호 배열로서 출력 창에 겹쳐서 보였다. 그림 15는 실제 데이

터를 취득하고, 변형하는 과정의 결과를 중간중간에 확인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형
태이므로 별도의 패널에 주요 관찰 인자들만을 선별하여 한 눈에 보는 작업이 필요

하다. 
   그림 16은 입출력을 위해 조정하는 주요 인자들, 계산의 진행도 및 신호처리 결
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에 정리한 그림이다. 프로그램 완료 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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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그림 16의 환경에서 데이터 취득작업의 시작, 중지/종료 
및 간단한 입출력 값 수정, 결과 확인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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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AS 소프트웨어의 적용 예-1 (VEE Program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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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AS 소프트웨어의 적용 예-2 (VEE Program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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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문서는 2상유동 측정센서로부터 얻어지는 Raw Signal을 사각화하는 알고리듬

을 기술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포율, 기포속도 등의 유동인자에 대한 물리량

을 도출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2상유동 인자들의 측정을 위해서는 계면의 정의

를 명확하게 하고, 측정 데이터를 각 상의 준위로 양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국소센서로부터 취득하는 2상유동 신호들은 기상과 액상의 경계를 중심으로 출
력준위의 값이 큰 변동을 하게 되는데, 명확한 액상 혹은 기상의 준위뿐 아니라 다
양한 준위에서 그 변동의 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을 계면으

로 정의하여 사각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데이터 취득 소프트웨

어에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 그 적용 예를 제시하였다. 
   신호의 특성은 센서 및 유체의 종류, 실험조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호 처리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설정치들을 조
정하여 실제 2상유동 측정 신호에 대해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조
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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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신호 사각화 프로그램 



 

A1 

#include <fcntl.h>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conio.h> 
#include <math.h> 
#include <time.h> 
#include <math.h> 
#include <stdarg.h> 
#include <new.h> 
#define PI 3.14159 
 
int *ary1; 
 
int *cutoff_buff0; 
int *cutoff_buff1; 
int *cutoff_buff2; 
 
/*----------------------------------------------------------------- 
   ModifyDiv(); 
-------------------------------------------------------------------*/ 
int ModifyDiv( unsigned int number_of_array,int i_part ){ 
int quotient; 
 
 if( i_part==0 ) { i_part=1; } 
 quotient = (int)number_of_array/i_part; 
 return( quotient ); 
} 
 
/*----------------------------------------------------------------- 
   AryMemoryAllocate(); 
-------------------------------------------------------------------*/ 
void AryMemoryAllocate( unsigned int ary_num ) { 
 
 ary1=(int *)malloc((unsigned long) ary_num * sizeof(int)); 
} 
 
/*----------------------------------------------------------------- 
   Cutoff_Buff0_Allocate(); 
-------------------------------------------------------------------*/ 
void Cutoff_Buff0_Allocate( unsigned int ary_num ) { 
 
 cutoff_buff0=(int *)malloc((unsigned long) ary_num * sizeof(int)); 
} 
 
/*----------------------------------------------------------------- 
   Cutoff_Buff1_Allocate(); 
-------------------------------------------------------------------*/ 
void Cutoff_Buff1_Allocate( unsigned int ary_num ) { 
 
 cutoff_buff1=(int *)malloc((unsigned long) ary_num * sizeof(int)); 
} 
 
/*----------------------------------------------------------------- 
   Cutoff_Buff2_All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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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Cutoff_Buff2_Allocate( unsigned int ary_num ) { 
 
 cutoff_buff2=(int *)malloc((unsigned long) ary_num * sizeof(int)); 
} 
 
 
/*----------------------------------------------------------------- 
   Rec_Memory_Allocate(); 
-------------------------------------------------------------------*/ 
void Rec_Memory_Allocate(unsigned int two_num_of_conv){ 
 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two_num_of_conv/2; 
 int i_part=number_of_array/20; 
 int quotient; 
 
 quotient=ModifyDiv( number_of_array,i_part ); 
 AryMemoryAllocate( two_num_of_conv ); 
 Cutoff_Buff0_Allocate ((unsigned int)quotient+1 ); 
 Cutoff_Buff1_Allocate ((unsigned int)quotient+1 ); 
 Cutoff_Buff2_Allocate( number_of_array ); 
} 
 
/*----------------------------------------------------------------- 
   All_Memory_Allocate(); 
-------------------------------------------------------------------*/ 
void All_Memory_Allocate( unsigned int two_num_of_conv,double frequency_AD 
    ,int total_acquire_number){ 
 
 Rec_Memory_Allocate( two_num_of_conv ); 
} 
 
/*----------------------------------------------------------------- 
   AryMemoryInitialization(); 
-------------------------------------------------------------------*/ 
void AryMemoryInitialization( unsigned int ary_num ) { 
unsigned int i; 
 
 for( i=0;i<ary_num;i++ ){ 
        ary1[i]=0; 
       } 
} 
 
/*----------------------------------------------------------------- 
   Cutoff_Buff0_Initialization(); 
-------------------------------------------------------------------*/ 
void Cutoff_Buff0_Initialization( unsigned int ary_num ) { 
unsigned int i; 
 
 for( i=0;i<ary_num;i++ ){ 
        cutoff_buff0[i]=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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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off_Buff1_Initialization(); 
-------------------------------------------------------------------*/ 
void Cutoff_Buff1_Initialization( unsigned int ary_num ) { 
unsigned int i; 
 
 for( i=0;i<ary_num;i++ ){ 
        cutoff_buff1[i]=0; 
       } 
} 
 
/*----------------------------------------------------------------- 
   Cutoff_Buff2_Initialization(); 
-------------------------------------------------------------------*/ 
void Cutoff_Buff2_Initialization( unsigned int ary_num ) { 
unsigned int i; 
 
 for( i=0;i<ary_num;i++ ){ 
        cutoff_buff2[i]=0; 
       } 
} 
 
/*----------------------------------------------------------------- 
   Rec_Memory_Initialization(); 
-------------------------------------------------------------------*/ 
void Rec_Memory_Initialization(unsigned int number_of_conversion_AD){ 
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number_of_conversion_AD; 
int i_part=number_of_array/5; 
int quotient; 
 
 quotient=ModifyDiv( number_of_array,i_part ); 
 Cutoff_Buff0_Initialization ((unsigned int)quotient+1 ); 
 Cutoff_Buff1_Initialization ((unsigned int)quotient+1 ); 
 Cutoff_Buff2_Initialization( number_of_array ); 
} 
/*----------------------------------------------------------------- 
   All_Memory_Initialization(); 
-------------------------------------------------------------------*/ 
void All_Memory_Initialization( unsigned int number_of_conversion,double frequency 
          ,int total_acquire_number){ 
 
 Rec_Memory_Initialization( number_of_conversion ); 
} 
 
/*---------------------------------------------------------------- 
     ReadData() 
-----------------------------------------------------------------*/ 
void ReadData( FILE *f,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 
 unsigned int i; 
 int j; 
 
 for( i=0;i<number_of_array;i++ ){ 
   fscanf(f,"%d\n",&j); 
   ary1[ i ]=-(j); 
 } 



 

A4 

} 
 
/*----------------------------------------------------------------- 
   Cal_Begin(); 
-------------------------------------------------------------------*/ 
int Cal_Begin( int i,int i_part ){ 
int begin; 
 
 begin=i_part*i ; 
 return ( begin ); 
} 
 
/*---------------------------------------------------------------- 
   Avg_Ary(); 
-----------------------------------------------------------------*/ 
double Avg_Ary( int *ary,int avg_start_number,int avg_stop_number ) { 
 int i=0; 
 double sum=0.0; 
 double average=0.0; 
 int diff; 
 
 for( i=avg_start_number;i<avg_stop_number;i++ ) { 
     sum=sum+(double)ary[i]; 
 } 
 diff = abs(avg_stop_number-avg_start_number) ; 
 if( diff==0 ){ diff=1;} 
 average=(double)(sum/diff); 
 return( average ); 
} 
 
/*----------------------------------------------------------------- 
   Cal_Cut(); 
-------------------------------------------------------------------*/ 
int Cal_Cut( int *ary,int i,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int cut; 
 
 if( i==0 ) { cut=(int)(Avg_Ary(ary,0,number_of_array/5)+50); } 
 else { cut= cutoff_buff1[ i-1 ]; } 
 return( cut ); 
} 
 
/*----------------------------------------------------------------- 
   Slope_Ary(); 
-------------------------------------------------------------------*/ 
int Slope_Ary( int *ary,int j,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int slope; 
 
 if( (unsigned int)j < (number_of_array-2) ){ 
     slope=abs( (ary[j+2] - ary[j])/2 ); 
 } 
 else { 
     slope=abs( (ary[j-2] - ary[j])/2 ); 
 } 
 return ( sl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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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_Ary_By_Sampling(); 
-------------------------------------------------------------------*/ 
int Make_Ary_By_Sampling( int *ary,int slope,int slope_cutoff 
   ,int k,unsigned int number_of_array,int cut,int j ) { 
 
 if( slope < slope_cutoff && ary[j] <cut ) { 
// if( ary[j] <cut ) { 
    ary[ number_of_array+k ]=ary[j]; 
    k=k+1; 
 } 
 else { k=k; } 
 return( k ) ; 
} 
 
/*----------------------------------------------------------------- 
   AryFlow1(); ( making cut1 ) 
-------------------------------------------------------------------*/ 
void AryFlow1( int *ary,int i_part,int quotient 
          ,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 
int i=0; 
int j; 
int k; 
int begin; 
int slope; 
int cut; 
int slope_cutoff=40; 
double avg_i; 
int fact=200; 
 
 for( i=0;i< quotient;i++ ) { 
     k=0; 
     begin=Cal_Begin( i,i_part ); 
     cut=Cal_Cut( ary,i,number_of_array ); 
     for( j=begin;j<begin+i_part;j++ ) { 
  slope=Slope_Ary( ary,j,number_of_array ); 
  k=Make_Ary_By_Sampling( ary,slope,slope_cutoff,k,number_of_array 
     ,cut,j ); 
     } 
     if( k ==0 ){ 
  cutoff_buff0[ i ]=cutoff_buff0[ i-1 ]; 
  cutoff_buff1[ i ]=cutoff_buff0[ i ] + fact ; 
     } 
     if( k > 1) { 
  avg_i=Avg_Ary( ary,number_of_array,number_of_array+k ); 
  cutoff_buff0[ i ]=(int)(avg_i); 
  cutoff_buff1[ i ]=(int)(avg_i + fac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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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y1Flow1(); ( making cut1 ) 
-------------------------------------------------------------------*/ 
void Ary1Flow1( int i_part,int quotient,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 
 AryFlow1( ary1,i_part,quotient,number_of_array ) ; 
} 
 
 
/*----------------------------------------------------------------- 
   Slope_Right(); 
-------------------------------------------------------------------*/ 
int Slope_Right( int *ary,int i, int j ){ 
int slope_r; 
 
  slope_r=( ary[i+j]- ary[i] )/j; 
  return( slope_r ); 
} 
 
/*----------------------------------------------------------------- 
   Slope_Left(); 
-------------------------------------------------------------------*/ 
int Slope_Left( int *ary,int i, int j ){ 
int slope_l; 
 
  slope_l=( ary[i] - ary[i-j] )/j; 
  return( slope_l ); 
} 
 
/*----------------------------------------------------------------- 
   Make_Height_For_Rectangle(); 
-------------------------------------------------------------------*/ 
double Make_Height_For_Rectangle( int * ary,int i_part,int quotient ){ 
 int offset=100; 
 int count=0; 
 int j; 
 int height_cut; 
 double height; 
 double sum=0.0; 
 int begin; 
 int i; 
 int big=cutoff_buff0[0]+offset; 
 
 for( i=0;i< quotient;i++ ) { 
     height_cut=cutoff_buff0[ i ]+offset; 
     begin=Cal_Begin( i,i_part ); 
     for( j=begin;j<begin+i_part;j++ ) { 
  if( ary[j] > height_cut && ary[j+1] > height_cut ){ 
     if( ary[j] > big ){ big=ary[j]; } 
     if( ary[j+1] > height_cut && ary[j+2] < height_cut ){ 
       count=count+1; 
       sum=sum+(double)(big-cutoff_buff0[ i ]); 
       big=height_cu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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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count == 0 ) { height=100;       } 
 else   { height=sum/(double)count; } 
 return( (double)height ); 
} 
 
/*----------------------------------------------------------------- 
   Make_Rectangular_For_Ary(); 
-------------------------------------------------------------------*/ 
void Make_Rectangular_For_Ary( int *ary,int *cut_start,double avg_height,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2003 
 
 unsigned int i; 
 int slope_l1, slope_l2; 
 int slope_r1, slope_r2, slope_r3, slope_r4;  
 int k; 
 int Slope_Cut1, Slope_Cut2, Slope_Cut3, Slope_Cut4, Slope_Cut5; 
 
 for( i=0;i<number_of_array;i++ ) { 
  if(i>0 && i<number_of_array-5){ 
   slope_r1=Slope_Right( ary,i,2); 
   slope_r2=Slope_Right( ary,i+1,2 ); 
   slope_r3=Slope_Right( ary,i+2,2 ); 
   slope_r4=Slope_Right( ary,i+3,2 ); 
   if( (ary[i] > cut_start[i]) && (slope_r1>Slope_Cut1 && 
slope_r2>Slope_Cut2)) { 
         ary[ number_of_array + i ] =1500; 
      k=1; 
       } 
   else if( (ary[i] > cut_start[i]+avg_height*0.2) && (slope_r1>Slope_Cut3 
&& slope_r2>Slope_Cut3)) { 
         ary[ number_of_array + i ] =1500; 
      k=1; 
       } 
   else if( k==1 &&  (ary[i] > cut_start[i]) & (slope_r1>Slope_Cut4 || 
slope_r2>Slope_Cut4 || slope_r3>Slope_Cut4 || slope_r4>Slope_Cut4)){ 
         ary[ number_of_array + i ] =1500; 
   } 
   else{ 
         ary[ number_of_array + i ] =0; 
      k=0; 
   } 
   if((ary[i]<cut_start[i]+avg_height*0.2)&&(slope_r1<Slope_Cut5 && 
slope_r2<Slope_Cut5 && slope_r3<Slope_Cut5)){ 
          ary[ number_of_array + i ] =0; 
       k=0; 
   } 
  } 
  else if(i<1){ 
   if(ary[i] > cut_start[i]+avg_height*0.2) { 
         ary[ number_of_array + i ] =1500; 
      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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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ary[ number_of_array + i ] =0; 
    } 
  } 
  else if(i>number_of_array-6){ 
   slope_l1=Slope_Left( ary,i,2); 
   slope_l2=Slope_Left( ary,i-1,2 ); 
   if( (ary[i] > cut_start[i]+20) && (slope_l1>0 && slope_l2>0)) { 
         ary[ number_of_array + i ] =1500; 
       } 
       else{ 
         ary[ number_of_array + i ] =0; 
    } 
  } 
 } 
 
} 
 
/*----------------------------------------------------------------- 
       AryFlow2(); ( making cutoff for rectanglar form ) 
-------------------------------------------------------------------*/ 
void AryFlow2( int *ary,int i_part,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int i=0;    /* Calculation Position */ 
 int j=0;    /* Quotient */ 
 double fact; 
 double avg_height; 
 int quotient; 
 
 quotient= ModifyDiv( number_of_array ,i_part ); 
 avg_height=Make_Height_For_Rectangle( ary,i_part,quotient ); 
 fact=0.; 
 for( i=0; i< (int)number_of_array;i++ ) { 
     j=ModifyDiv( i ,i_part ); 
     cutoff_buff2[i]=cutoff_buff0[j]+(int)fact; 
 } 
 Make_Rectangular_For_Ary( ary,cutoff_buff2,avg_height,number_of_array);  
} 
 
/*----------------------------------------------------------------- 
       Ary1Flow2(); ( making cutoff for rectanglar form ) 
-------------------------------------------------------------------*/ 
void Ary1Flow2( int i_part,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AryFlow2( ary1,i_part,number_of_array); 
} 
 
/*----------------------------------------------------------------- 
    Cal_Mid_End_Of_Liquid(); 
-------------------------------------------------------------------*/ 
void Cal_Mid_End_Of_Liquid( int *a,unsigned int number_of_array,unsigned int j 
      ,unsigned int *i_mid,unsigned int *i_end ){ 
 unsigned int i_begin; 
 unsigned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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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a[ j+number_of_array ] == 0 ) { 
  i_begin=j; 
  j=j+1; 
  if( a[ j+number_of_array ] == 0 ) { 
   do { 
    j=j+1; 
   } while( a[ j+number_of_array ] == 0 ); 
  } 
 } 
 else{ 
  i_begin=j; 
  j=j+1; 
 } 
 Mid = (j+i_begin)/2; 
 *i_mid=Mid; 
 if(i_begin==0) { *i_mid=0; } 
 if(j==number_of_array-1) { *i_mid=number_of_array-1; } 
 *i_end=j; 
} 
 
/*----------------------------------------------------------------- 
    Cal_Width_Of_Ary(); 
-------------------------------------------------------------------*/ 
void Cal_Width_Of_Ary( int *a,unsigned int number_of_array,unsigned int j 
   ,unsigned int *i_begin, unsigned int *i_width,unsigned int *i  ){ 
 
 unsigned int i_length; 
 
 i_length=0; 
 if( a[ j+number_of_array ] == 1500 ) { 
  *i_begin=j; 
  i_length=1; 
  j=j+1; 
  if( a[ j+number_of_array ] == 1500 ) { 
     do { 
    j=j+1; 
    i_length=i_length+1; 
     } while( a[ j+number_of_array ] == 1500 ); 
  } 
 } 
 else{ 
  j=j+1; 
  i_length=0; 
 } 
     *i_width=i_length; 
     *i=j; 
} 
 
/*----------------------------------------------------------------- 
    Do_Ary_Filter1(); 
-------------------------------------------------------------------*/ 
void Do_Ary_Filter1( int *ary,unsigned int number_of_array,unsigned int i_width 
       ,unsigned int i_begin, int offset,unsigned int width_cut_number,int i_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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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igned int j; 
 int k; 
 
 for( j=i_begin; j<i_begin+i_width;j++ ) { 
      k=ModifyDiv( j,i_part ); 
      if( ary[j] < (cutoff_buff0[k] + offset)) { 
        ary[ number_of_array + j ]=0; 
      } 
 } 
 
} 
 
/*----------------------------------------------------------------- 
    Do_Ary_Filter2(); 
-------------------------------------------------------------------*/ 
void Do_Ary_Filter2( int *ary,unsigned int number_of_array,unsigned int i_width 
       ,unsigned int i_begin, int offset,unsigned int width_cut_number,int i_part){ 
 
 unsigned int j; 
 int k; 
 
 for( j=i_begin; j<i_begin+i_width;j++ ) { 
      k=ModifyDiv( j,i_part ); 
      if( i_width < width_cut_number) { 
        ary[ number_of_array + j ]=0; 
      } 
 } 
 
} 
 
/*----------------------------------------------------------------- 
   Ary_Filter(); 
-------------------------------------------------------------------*/ 
void Ary_Filter( int *a,unsigned int number_of_array 
  ,unsigned int width_cut_number,int offset,int i_part){ 
unsigned int i=0; 
unsigned int i_begin=0; 
unsigned int i_width; 
 
 do{ 
     Cal_Width_Of_Ary( a,number_of_array,i,&i_begin, &i_width,&i ) ; 
     if( i_width != 0 ) { 
  Do_Ary_Filter1( a,number_of_array,i_width,i_begin 
    ,offset,width_cut_number,i_part); 
     } 
 } while( i< number_of_array ); 
 
 i=0; 
 i_begin=0; 
 do{ 
     Cal_Width_Of_Ary( a,number_of_array,i,&i_begin, &i_width,&i ) ; 
     if( i_width != 0 ) { 
  Do_Ary_Filter2( a,number_of_array,i_width,i_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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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width_cut_number,i_part); 
     } 
 } while( i< number_of_array ); 
 
} 
 
/*----------------------------------------------------------------- 
   Ary1_Filter(); 
-------------------------------------------------------------------*/ 
void Ary1_Filter( unsigned int number_of_array,unsigned int width_cut_number 
           ,int offset,int i_part){ 
       Ary_Filter( ary1,number_of_array,width_cut_number,offset,i_part ); 
} 
 
/*----------------------------------------------------------------- 
   TransRectangle(); 
-------------------------------------------------------------------*/ 
void TransRectangle( unsigned int number_of_array){ 
int i_part=number_of_array/10; 
int quotient; 
int filter_offset=10;  
unsigned int  filter_width_cut_number=3; 
 
 quotient=ModifyDiv( number_of_array,i_part ); 
 Ary1Flow1( i_part,quotient,number_of_array ); 
 Ary1Flow2( i_part,number_of_array); 
 Ary1_Filter( number_of_array,filter_width_cut_number,filter_offset,i_part ) ; 
} 
 
/*----------------------------------------------------------------- 
   Rectangle(); 
-------------------------------------------------------------------*/ 
void Rectangle(unsigned int number_of_array ){ 
 
  TransRectangle( number_of_array); 
 
} 
 
/*----------------------------------------------------------------- 
   One_Scanning(); 
-------------------------------------------------------------------*/ 
void One_Scanning( unsigned int number_of_conversion,double frequency) { 
 
 unsigned int number_of_array=number_of_conversion; 
 int acquire_number=1; 
 int total_acquire_number=1; 
 
 All_Memory_Initialization( number_of_conversion,frequency,total_acquire_number); 
 Rectangle(number_of_array ); 
} 
 
 
/*----------------------------------------------------------------- 
   main_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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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main_process(double frequency_AD, unsigned int number_of_conversion){ 
 
 One_Scanning( number_of_conversion,frequency_AD); 
} 
 
/*---------------------------------------------------------------- 
     find_max_min() 
-----------------------------------------------------------------*/ 
void find_max_min(double *a1, double *a_max, double *a_min, unsigned int number_of_array){ 
 unsigned int i; 
 double s_max=-10., s_min=10.; 
 
 
 for(i=0;i<number_of_array;i++){ 
  if(s_max<a1[i])   s_max=a1[i]; 
  if(s_min>a1[i])   s_min=a1[i]; 
 } 
 *a_max=s_max; 
 *a_min=s_min; 
} 
 
/*----------------------------------------------------------------- 
   pre_process_array(); 
-------------------------------------------------------------------*/ 
void pre_process_array(double *a1, unsigned int num){ 
 int i; 
 
 double a_max1, a_min1; 
 
 for(i=0;i<(int)num;i++){ 
  a1[i]=-a1[i]; 
 } 
 find_max_min(a1,&a_max1,&a_min1,num); 
 
 for(i=0;i<(int)num;i++){ 
  ary1[i]=(int)((a1[i]-a_min1)/(a_max1-a_min1)*1000.); 
 } 
} 
 
 
/*----------------------------------------------------------------- 
   main(); 
-------------------------------------------------------------------*/ 
void main1(double *a1, int num){ 
 
 unsigned int number_of_conversion=num; 
 double frequency_AD=num/2; 
 
 All_Memory_Allocate ( num*2, frequency_AD,1); 
 pre_process_array(a1,number_of_conversion); 
 main_process(frequency_AD,number_of_con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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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Data1() 
-----------------------------------------------------------------*/ 
void ReadData1( FILE *f,unsigned int number_of_array, double *a1) { 
 unsigned int i; 
 float aa; 
 
 for( i=0;i<number_of_array;i++ ){ 
   fscanf(f,"%f\n",&aa); 
   a1[ i ]=aa; 
 } 
} 
 
 
void main(){ 
 
 int i; 
 double *a1; 
 unsigned int num=40000, number_of_array=num; 
 
 FILE *fp; 
 FILE *fp1; 
 
 fp1 = fopen("out1.txt","w"); 
 
 if((fp = fopen("input.txt","r"))==NULL) { 
  printf("file open for save is failure"); 
  exit(-1); 
 } 
 
 a1=(double *)malloc( 40000 * sizeof(double)); 
 
 for(i=0;i<1;i++){ 
  ReadData1( fp,number_of_array,a1); 
  main1(a1,num); 
 } 
 
 for(i=0;i<(int)num;i++) 
  fprintf(fp1,"%d\t%d\n",ary1[i],ary1[num+i]); 
 fclose( fp ); 
}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667/2004    

제목/부제  

국소 기포센서에 의한 2상유동 측정신호의 상 판별 기법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 TR 등의 경우 주저자) 어동진 (열수력안전연구부) 

연구자 및 부서명 윤병조 (열수력안전연구부) 

송철화 (열수력안전연구부, 과제책임자), 정문기 (열수력안전연구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4 

페 이 지 55 p. 도  표 있음(O),  없음() 크  기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O), 대외비(  ),  __급 비밀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본 문서는 2상유동 측정센서로부터 얻어지는 Raw Signal을 각 상을 의미하는 명확한

준위를 설정하여 직각화하는 프로그램을 기술하였다. 2상유동 인자들의 측정을 위해서는

계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측정 데이터를 각 상의 준위로 양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소센서로부터 취득하는 2상유동 신호들은 기상과 액상의 경계를

중심으로 출력준위의 값이 큰 변동을 하게 되는데, 명확한 액상 혹은 기상의 준위뿐

아니라 다양한 준위에서 그 변동의 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을

계면으로 정의하여 사각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데이터 취득

소프트웨어에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 그 적용례를

제시하였다. 신호의 특성은 센서 및 유체의 종류, 실험조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호 가공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설정치들을

조정하여 실제 2상유동 측정 신호에 대해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2상유동, 국소기포센서, 계면, 기포신호, 상판별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667/2004    

Title / Subtitle  

Phase Identification Technique for the Local Void Sensor Signal of the Two Phase Flow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Dong-Jin, Euh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Depart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Byeong-Jo, Yun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Department) 

Chul-Hwa, Song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Department, Manager), Moon-Ki, Chung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Department)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iton 

Date 2004 

Page 55 p. Ill. & Tab. Yes(O),  No() Size cm.

Note  

Classified Open(O), Restricted(  ), 
 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is report describes the signal processing logic and program to convert the continuous 
raw signal into the discrete form illustrating definite phase. Prior to the signal processing, one 
should define the phasic interface definitely. In the actual flow conditions, the level varies 
abruptly at the instant that a sensor contacts the interface. The transient is shown at the 
various level states of signals. This study defines the instant of the interface as the beginning 
point of transient. The developed program can be utilized by inserting it into the data 
acquisition software. In the latter part of this report, an example utilizing this program is 
presented as a part of data processing software. The signal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nsor, type of working fluid, and the experimental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program works well under the actual flow signals, and if 
required, the set parameters in the program can be tuned. 

Subject Keyword 
(About 10 words)   

Two-Phase Flow, Local Void Sensor, Interface, Void Signal, Phase Identification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List of Figures
	목차
	그림 목차
	1. 서론
	2. 신호 사각화 알고리듬
	2-1 변수 정의 및 메모리 할당
	2-2 신호 사각화
	2-2-1. Process-1
	2-2-2. Process-2
	2-2-3. Filtering

	2-3 프로그램의 적용

	3.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신호 사각화 프로그램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