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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시화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분석에 효율적인 가시화란 데이터의 특성을 잘 표현함으로써 분

석가가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 배관을 검사하기 위한 

Geometry 피그（PIG:Pipeline Inspection Gauge)와 MFL 피그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다양한 방

법으로 가시화하고 분석에 효과적인 가시화와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다룬다. 각 피그의 다중 센서를 

통해 얻어온 데이터를 Line graph, Pseudo Color Image, 3D Surface, Polar View, 3D Pipeline 

View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화하고 view들 간의 동기화 및 사용자 지정 view 배치를 통해 빠

르고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서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1][2]. 분석은 

가시화된 데이터를 보면서 이루어지므로 적절하지 

못한 가시화로 인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다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으며 가치가 없어진다. 

또한 센서 제작 기술 및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의 정확성 또한 매우 높아 졌으며, 하

드웨어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시화 기법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상, 경제, 지형, 

의료 정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3][4]. 각  시스템은 다른 형태와 특성을 지닌 데

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시화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 배관 정보 분석 시스템의 구

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를 가시화하고 효과적인 분석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 시스템의 구조와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 가시화하는 데이터는 가스 배관을 

검사하기 위한 장치인 Geometry 피그(Pipeline 

Inspection Gauge)와 MFL(Magnetic Flux 

Leakage) 피그의 센서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이다. 

Geometry 피그는 배관의 형상과 위치를 알아내는 

피그로서 배관 내에 Dent, Ovality, Buckle와 같은 

특징정보(feature)의 위치를 찾아내고 문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5][6]. MFL 

피그는 자속 유출 정보를 측정하여 배관의 손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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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의 내, 외

벽에 발생하는 결함이나 부식 정도를 감지하는 피그

이다. 또한 Geometry 피그 분석 시스템은 분석한 

특징정보를 이용해서 배관의 가장 좁은 부분을 찾아 

MFL  피그의 통과 여부를 알아낸다.

(그림 1) Geometry 피그의 구조와 피깅 모습 

   가스 배관은 도시 사이를 연결할 정도로 긴 거리

에 걸쳐 매설 되어 있으며 피그는 시속 4~6km의 

속도로 가스의 흐름에 따라 배관내부를 주행하여 데

이터를 수집한다. 피그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부착

되어 있고 주행 시 데이터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피

그 내부에 있는 디스크에 저장한다. 저장된 원본 데

이터(raw data)를 파싱(parsing)하여 센서별로 데이

터를 구분하고 저역 필터링(low pass filtering)과 

이진보간(binary interpolation)을 한 후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다. 

   피깅 시 주행거리가 길고 데이터의 샘플링이 많

기 때문에 데이터의 용량이 매우 크다. 표 1은 

Geometry 피그와 MFL 피그로 얻을 수 있는 센서 

데이터의 종류와 저장되는 크기를 나타낸다. MFL 

피그의 경우 400Hz라 하더라도 시간당 1,764 

Mbytes의 저장 용량이 필요하고 수 시간 동안 피깅

이 이루어지므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상당한 용량을 

차지한다. 

   분석은 주로 finger 데이터를 보면서 이루어지나 

어떤 특징정보들은 finger 뿐 아니라 다른 센서 데

이터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가는 여러 데

이터를 동시에 볼 경우가 있고 분석 화면들이 특징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 시스템은 

유동적인 화면의 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표 2는 Geometry 피그의 데이터로부터 분석해

야 할 특징정보들의 종류이다. 여러 가지 가시화면

을 통해 특징정보를 찾아 분석 후 데이터베이스에 

상세 정보를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데이터

는 52km 구간에 8，000여개의 특징정보를 가진다.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빠른 분석을 위한 가시화 및 시스템과 쉽게 상호작

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표 1> Geometry 피그의 데이터 타입 정보

PIG Sensor Type
Sample Data

(bytes/sec)

Sample 

Rates(Hz)

Total Data

(Mbytes/h)

Geo Finger 48 400(800) 65.9(131.8)

MFL

Axial 384 400(800) 527.3(1054.6)

Radial 384 400(800) 527.3(1054.6)

Circumferential 384 400(800) 527.3(1054.6)

Eddy 128 400(800) 175.7(351.4)

Geo

&

MFL

Odometer 6 100 2.1

IMU 12 100(400) 4.1(16.4)

Pressure 4 1(10) 0.013(0.13)

Temperature 2 1(10) 0.006(0.06)

<표 2> Geometry 피그 데이터의 특징정보

C lass A bbr F eatu re Name

Installation

LNC Launcher

RCV Receiver

VLV Valve

TEE Tee

PRT Port

Weld GWD Girth Weld

Bend BND Bend

Anomaly
DNT Dent

OVL Ovality

Installation

TBM TBMS

BUCK Buckle

WRIN Wrinkle

CHWT Change of Wall Thickness

- INV Invalid

3. 데이터 가시화

   데이터 분석에서 finger는 특징 정보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대부분의 분석이 그림 2와 

같은 finger의 가시화 화면에서 이루어진다. finger 

데이터를 각기 다른 형태로 표현하여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7].

     a) Line Graph       b)Pseudo Color Image

       c) 3D Surface           d) Polar View

(그림 2) Geometry 피그의 finger 데이터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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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Graph는 데이터 분석에 가장 일반적인 형

태의 화면으로 거리에 따른 finger의 값을 표시한

다. 각 finger마다 색상을 설정할 수 있고 finger의 

on/off가 가능하게 하였다. Pseudo Color Image는 

finger 데이터를 gray pseudo color에 매핑시켜 나

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finger의 수는 24개

로 데이터의 개수가 많지 않아 Y축으로 계단 현상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finger 사이의 값을 

보간하여 표현하였다. 3D Surface는 finger를 

rainbow spectrum에 매핑 시키고 Z축의 높이로 값

을 표현하였다.  3D 정보는 화면상에 투영되면서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현상(occlusion)이 발생하므로 

이동, 회전 및 확대/축소 기능을 넣어 다양한 시점

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lar 

View는 finger 값을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

리로 나타내어 배관의 안쪽에서 피그의 진행 방향을 

보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 외에도 Histogram 

View, Wave View, Fisheye View 및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어 다양한 방법 데이터를 가시화하였다.

   데이터 가시화의 가장 직관적인 형태는 마치 실

제의 배관을 직접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3D Pipeline 가시화는 배관의 데이터의 비교 및 분

석에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배관의 위치와 특징정보

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D Pipeline 

가시화는 피그의 이동 경로의 절대좌표를 이용해 배

관을 3D로 나타내고, 특징정보를 배관에 매핑시켜 

표현하였다. 내부 시점과 외부 시점으로 나누어 배

관을 관찰할 수 있으며，선택된 시점으로 배관을 항

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3D Pipeline 외부    b) 3D Pipeline 내부

c) Pipeline에 데이터 매핑      d) 3D Surface

(그림 3) Geometry 피그의 Bend

   그림3-c는 3D Pipeline에 Bend의 finger 데이

터를 rainbow spectrum으로 매핑시킨 결과이다. 

finger의 roll이 적용되어 있어 배관의 어느 부분에

서 finger의 값이 변화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 피그의 주행 경로의 절대좌표를 이용한 

3D Pipeline Drawing 방법

(식 1)

(식 2)
  

   3D Pipeline는 피그가 배관의 내부를 통과할 때 

얻은 이동 경로의 절대좌표(x, y, z)만으로 그린다.  

절대좌표만으로 배관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매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식 1과 같은 계산과정을 거

친다. 절대좌표의 다음 점을 바라보도록 원이 그려

져야 되므로 y와 z로 외적을 구한 값을 x＇라고 할 

때, 정규화한 x와 z＇를 외적하여 y＇를 구하면 다

음 점을 바라보는 원을 알 수 있다. 매쉬를 그리기 

위해 식 2처럼 각도의 간격으로 좌표를 구해 다음 

원의 대응하는 각도에 있는 점들과 연결한다. 

   MFL 피그는 Geometry 피그에 비해 더욱 많은 

sensor의 종류와 개수를 가진다. MFL에서는 4개의 

hole sensors(axial, radial, circumferential, eddy)

를 Pseudo Color Image로 보여 준다. 분석 시 특

징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값의 변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홀센서 값을 rainbow spectrum에 

매핑 시킬 때 값의 변화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의 범위를 매핑하지 않고 데이터의 min/max

를 찾아 유효한 데이터의 범위를 매핑시킨다. 더욱 

명확한 구분을 위해 한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범위로만 매핑시킬 수 있도록 하여 특징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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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FL 데이터의 가시화 및 spectrum 매핑

4. 분석 시스템 구현

    특징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여러 

센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센서로만 어

떤 특징정보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view를 보면서 특징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 시스템에서는 다중 윈도우 스타일 기반에서 각 

view의 중심거리를 동기화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지

원한다. 

(그림 6) Geometry(좌)/MFL(우) 피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각 특징정보마다 분석에 적합한 view의　구성이 

다르다. 그림7은 여러 특징정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view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가는 매번 다른 특징정

보를 분석할 때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윈도우의 

배치를 다르게 해야 된다. 본 분석 시스템에서는 분

석가가 미리 특징정보마다 view들의 배치를 지정해 

놓고 해당 특징정보를 분석 시 바로 배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a)Dent                  b)Tee

        c)Bend                 d)Weld

(그림 7) 특징정보에 따른 view의 배치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스 배관의 검사를 위한 피그로

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분석을 위한 시스

템의 구현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그로부터 얻는 다

중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화 하여 정확한 

분석에 도움을 주었고 다중 윈도우 스타일의 적용 

및 view들 간의 동기화와 분석가가 직접 view들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분석

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MFL 피그 분석 시스템

은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 Geometry 피그 

분석 시스템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데이터

의 특성에 맞는 가시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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