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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 에 생기는 구멍이나 틈은 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 의 결함을 찾기 해서는 

먼  센서를 부착한 배  탐사 장비를 배 에 통과시키고, 배 을 통과하는 에 센서가 읽은 정보들

을 배  탐사 장비의 하드 디스크에 장한다. 배  통과가 완료된 후, 분석가는 분석 로그램을 사

용하여 탐사 장비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결함을 수동 으로 찾는다. 분석가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일반
으로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첫 번째 패턴은 일정한 구간의 센서 데이터를 순차 으로 분석하는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재 구간에서 이  구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분석하는 반복 인 패턴이

다. 재까지 만족할 만 한 수 으로 자동 으로 분석이 되지 않으므로, 분석가는 수작업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최근에 읽은 부분을 후 반복해서 액세스하는 반복 인 패턴이 많이 

사용된다.  반복  패턴의 경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이 에 읽은 배  센서 데이터를 

캐싱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 소 트웨어에는 캐싱 기능이 없으므로 반복  패턴일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으로 읽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  센서 데

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는 캐쉬 리자를 설계하고 구 하 다. 세부 으로는, 배  센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하고, 시계열 데이터에 한 캐시 리자를 제안하 다. 본 논문은 배  탐사 장

비에서 획득한 데이터들을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하여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 분야에 한 많은 연구들이 나올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세계는 가스와 기름을 사용하기 해 수십만 km

의 배 을 사용하고 있다. 재 이런 배 들은 안

상의 문제로 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이 게 지

하에 묻  있는 배 의 상태를 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배 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 사고를 방하기 해서는 필수 인 일이다. 그

래서 배 의 내․외부 상태를 악할 수 있는 지하

배  비 괴 검사 기술[1]이 도입되었다. 그  인텔

리 트 피그(Intelligent PIG)[4]가 재 부분의 배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배 의 결함을 찾기 해 피그는 배  내의 유체

1) 본 논문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의 흐름에 따라 배 을 이동하면서 피그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한 주 수 단 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분석가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할 때, 일반 으로 두 가지의 분석 패턴이 존재한다. 

첫 번째 패턴은 일정한 구간의 센서 데이터를 순차

으로 분석하는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재 구

간에서 이  구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분석하는 반

복 인 패턴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패턴을 순

차 패턴(sequential pattern)이라 하고, 두 번째 패턴

을 반복 패턴(repetitive pattern)이라 한다. 

   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만족할 수 까지 자동

으로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가는 수작업으

로 분석을 할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최근에 읽은 부

분을 후 반복 패턴이 많이 사용된다. 반복 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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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미 읽은 데이터들을 다시 읽어야 하기 때문

에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 로그램에는 반복 패턴을 

효과 으로 처리하는 캐싱 기능이 없는 것으로 추정

된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 화면을 앞뒤로 이동할 

시 화면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

이다. 이것으로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

어 온다고 유추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분석 로그램

과 데이터베이스가 떨어져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환

경이라면 분석 로그램의 성능은 더욱 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 수 단  측정된 배  데이터

를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하고, 이러한 시계열 데이

터를 효과 으로 리하는 시계열 캐시 리자

(Time-series Cache: T-Cache)를 제안한다. 제안한 

캐시 리자의 자료 구조와 스마트 포인터(smart 

pointer)를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

존의 데이터 분석 로그램에 한 련연구에 해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시계열 캐시 리자의 구조

를 설명한 뒤, 스마트 포인터의 개념에 해 설명한

다. 제 4장에서는 논문에 한 결론을 맺는다2).

2. 련 연구

   배 의 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들에는 캐나다의 BJ Pipeline Inspection 

Services, CORROPRO, 국의 PII(Pipeline 

Integration International), 독일의 3P Services 등의 

업체가 있으며, 분석 로그램으로는 GEODENT[2], 

Vectra view[3], Lina view[5] 등이 있다. 재까지 

나온 분석 로그램에 한 기술은 공개된 것을 찾

을 수가 없었다. 배  련 과 컨퍼런스, 그리고 

련 회사 사이트를 조사해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

었다. 기술 련 자료가 없어 분석 로그램에 캐시

가 존재하는지에 한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다만, 

분석 패턴에 맞추어 기존 분석 로그램을 수행시켜 

수행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캐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유추하 다. 

   캐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반복 

패턴에 해 기존 분석 로그램을 수행시켜 보았

다. 그 결과 일정한 구간의 데이터를 읽기 해 데

이터를 앞으로 이동하 을 때 분석 로그램에서 데

이터를 보여주기 해 수행된 시간과 동일한 구간을 

2) 실험결과는 페이지 제약으로 인해 생략한다.

뒤로 이동하 을 때 분석 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보

여주기 해 수행된 시간이 거의 동일하 다. 이것

으로 보아 기존의 분석 로그램에서는 분석 패턴에 

계없이 데이터를 요구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캐시 

기능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능이 제 로 제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주 사용되는 분석 패턴에 

해 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른 컴퓨터에 존

재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하

에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계열 캐시 리

자를 제안한다.

3. 시계열 캐시 리자의 설계  구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계열 캐시 

리자를 설명한다. 3.1에서는 배  데이터 분석 소

트웨어의 구조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3.2에서는 시계

열 캐시 리자의 자료구조를 설명한다. 

3.1 배  데이터 분석 소 트웨어 구조

   배  데이터 분석 소 트웨어는 센서에서 수집한 

배  데이터(raw data)를 처리, 장, 리하는 피그 

데이터 리자 (PIG Data Manager)와 분석가에게 

요청받은 배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피그 가시

화 모듈(PIG visualization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피그 데이터 리자는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장하고, 피그 가시화 모듈에서 요청받은 데이터를 

달한다. 그리고 분석자가 도출한 분석결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피그 데이터 리자의 자세한 구조는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PIG Data Manager

   서버는 원시 배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딩 유틸

리티들과 데이터를 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리 시

스템 는 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피그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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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원시 데이터를 로딩 유틸리티들에서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한다. 삽입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 리 시스템에서는 장  보 하고, 클라

이언트의 통신 리자로부터 데이터 요청이 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상  계층으로 달한다.

   클라이언트는 통신 리자, 시계열 캐시 리자

(Time-series Cache Manager) 그리고 사용자 API

로 구성된다. 상 모듈이 사용자 API를 통해 데이터

를 요청하면 시계열 캐시 리자는 데이터가 캐시 

내에 있는지 확인한 후, 있으면 캐시에서 데이터를 

달한다. 만일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면 통신 리

자를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서버로부터 데

이터를 받아서 상  모듈에 달한다. 

   로그램의 성능에 가장 많은 향을 끼치는 것

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상  계층으로 달하는 기능

이다. 서버가 데이터를 요청받을 때마다 매번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달하면 많은 I/O가 발생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피그 데이터 리자에

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배  센서 데이터들을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계열 

캐시 리자를 사용하여 리하고 있다.

3.2 시계열 캐시 리자의 자료구조

   시계열 캐시 리자의 자료구조는 그림 2와 같

다. 아래에서 각각의 자료구조에 해 자세히 설명

한다. 

(그림 2) 시계열 캐시 리자의 자료구조

3.2.1 캐시라인

   캐시라인(Cache Line)은 시계열 캐시 리자의 

교체 단 이다. 캐시라인은 100m단 의 배  데이

터를 보 하여 분석 소 트웨어의 의미(semantics)

를 반 하 다. 이는 분석 소 트웨어가 기본 으로 

100m 단 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림 

3과 같이 캐시 라인의 구조는 헤더(header)와 여러 

개의 세그먼트(segment)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캐시라인의 자료구조

  헤더는 캐시 라인이 보 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시

작 거리와 끝 거리, 보 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캐시라인의 각 세그먼트들

은 센서장비가 측정한 각 센서 데이터의 집합이다.

3.2.2 스마트 포인터와 RSD

   스마트 포인터는 객체지향데이터베이스(Object- 

oriented database)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써 상  

모듈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하는지 안 하

는지에 계없이 요청한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근하는 개념이다. 즉, 요청한 객체가 시계열 캐시 

리자에 존재하는 경우, 그림 4와 같이 시계열 캐

시 리자에 바로 근한다. 객체가 시계열 캐시 

리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버의 DB로부터 

해당 객체를 시계열 캐시 리자로 가져와서 시계열 

캐시 리자에 근하도록 한다. 분석자는 이런 과

정에 계없이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데이터에 근할 수 있다.

 

(그림 4) 스마트 포인터를 통한 객체 근

   RSD(Resident Segment Descriptor)는 캐시 라인

의 특정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RSD는 

하나의 캐시라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캐시라인

을 구성하는 세그먼트들  하나를 가리킨다. 캐시 

라인은 여러 센서 데이터의 세그먼트들을 가지고 있

는데, 각 세그먼트들은 RSD가 가리키고 있다. 그래

서 스마트 포인터가 근하고자 하는 센서 데이터가 

시계열 캐시 리자에 있는지의 여부는 데이터의 세

그먼트를 가리키고 있는 RSD가 존재하는지를 찾으

면 된다. 그림 5는 스마트 포인터와 RSD의 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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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SD와 스마트 포인터

   RSD가 가리키고자 하는 캐시 라인이 어디에 있

는지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는 캐시 라인 해시 

테이블(Cache line hash table)을 검색해야 한다. 다

음 에서 캐시 라인 해시 테이블과 역방향 해시 테

이블에 해 자세히 설명한다.

 

3.2.3 캐시 라인 해시 테이블과 역방향 해시 테이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계열 캐시 리자는 그

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해시 테이블로 이

루어져 있다. 캐시라인을 검색하기 한 캐시라인 

해시 테이블과 캐시라인을 가리키는 RSD를 검색하

기 한 역방향 해시 테이블이다.

(그림 6) 캐시 라인 해시 테이블과 

역방향 해시 테이블

   캐시 라인 해시 테이블은 데이터의 구간 정보와 

데이터의 캐시 내 인덱스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역

방향 해시 테이블은 캐시 라인 인덱스 정보와 그 캐

시 라인을 가리키고 있는 RSD의 인덱스 정보로 이

루어져 있다.

   두 개의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를 근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캐시 외부에서 원

하는 데이터에 한 구간 정보와 데이터의 타입 정

보 그리고 구간 내에서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데

이터에 근한다. 우선 원하는 데이터가 장된 캐

시 라인이 있는지 있다면 캐시 내에서 어디에 치

하는지 검색한다. 이 검색은 캐시 라인 해시 테이블

을 이용하면 된다. 캐시 라인 해시 테이블에서 구간 

정보를 가진 이 존재하지 않으면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와야 한다. 새로 

읽어온 캐시 라인을 해시 테이블에 장하고 캐시내

의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RSD를 생성한다. RSD를 통해 캐시 라인 내의 세그

먼트에 근하고 세그먼트 내에서의 치 정보로 원

하는 데이터에 근한다. 

   만일 원하는 데이터가 속한 캐시 라인이 있다면 

그 캐시 라인을 가리키는 RSD를 역방향 해시 테이

블을 사용하여 검색한다. 검색하여 나온 들 에

서 데이터가 속한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RSD를 검

색하고 있다면 그 RSD를 통해 데이터에 근한다. 

만일 RSD가 없다면 새로운 RSD를 생성하여 데이

터가 속한 세그먼트를 가리키도록 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배  데이터를 분석하는 로그램

의 성능 향상을 해 일정한 주 수 단 로 측정된 

배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하고,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 으로 리하는 시계열 캐시 

리자를 제안하 다. 객체지향데이터베이스에서 사

용되는 스마트 포인터를 시계열 캐시 리자에 도입

하 다. 한 시계열 캐시 리자는 배  센서 데이

터의 특성을 이용할 뿐 아니라 분석패턴의 특성도 

활용하 다. 

   본 논문은 배  탐사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들

을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하여 데이터베이스 측면에

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

으며, 향후 이 분야에 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

되고 있는 로젝트의 결과로 많은 연구들이 나올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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