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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배관망 관리 시스템 대시보드 개발 연구

매년 노후화된 배관으로 인해 배관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에 이용되는 

노후화된 배관은 산업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요소이다. 배관 사고의 원인으로는 외부 또는 

내부 결함으로 인한 가스 누출, 부식으로 인한 노화, 인적 자원으로 인한 실수,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사고를 알

아보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해당 부위만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그대로 두

는 경우가 많으며, 배관의 건전성 진단도 체계적이지 못한 설정이다. 국내에 노후화된 배관

이 많은 만큼 점차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관 폭발이나 가스 누출로 화재 폭발 

및 인명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지니 있어 배관 진단에 대

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배관망 관리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화면을 사용자의 시각적인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여주는 대시보드로 개발할 것을 제안 한다. 비상상황이나 이상치를 빠르게 인지하고 반응

하도록 하는 작업형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설계하고 배관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시

각화 라이브러리인 D3.js를 이용하여 시각화 차트를 구현한다. 위험 매트릭스를 통해서 최

종 위험을 판단하고 지도를 통해서 위험한 지역을 시스템에 표시 할 수 있게 한다. 배관구

역, 운전정보, 위험성관리, 작업관리, 이상상태현황, 원콜관리, 안전현황 기능을 표준 웹 개

발 언어인 HTML5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개발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서

포터 벡터 머신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배관 이상상태를 구별할 있게 한다. 유니티로 만들

어진 3D 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관적이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서 3D 모델링의 상태를 다룬다. 이는 배관망 관리 시스템 대시보드를 개발함으로서 배관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배관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대시보드, 배관망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서포터 벡터 머신, D3.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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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의 도시가스시설은 33개의 도시가스들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진단․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서류가 통일되지 

않아 배관상태 이력관리 등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1]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지하

에 매설된 노후화된 온수관 등 배관 파열로 인한 사고가 커지고 도시 곳곳이 '화학고' 또는 

'지뢰밭'이라 불리면서 시민들은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이용되는 낡은 배관은 언제든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시한폭탄

과 같다. 이러한 배관의 고장은 외부 또는 내부 결함으로 인한 가스의 누출, 부식으로 인한 

노화,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누수나 부식 부위 발

생 시 해당 부위만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관의 건전성 진단도 체계적이

지 못한 설정이다. 따라서 배관의 고정상태 불량 등 가연성 가스의 누출로 화재 폭발 및 인

명사고 발생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잠재위험을 지니고 있어 배

관 진단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 되고 있다. 

그림 1-1. 노후산업단지 현황 및 예측

Fig 1-1. Current Status and Forecasting of Deteriorated Industrial Parks

실제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미국 캘리

포니아 주 San Bruno에서 PG&E사 천연가스운송배관의 부적합한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인해 불량한 용접배관이 설치되었고, 열악한 배관 통합관리프로그램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

했다. PG&E사의 배관통합관리 프로그램은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배관정보에 기초해 있었으

며, 과거 용접크랙의 이력이 위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지 못했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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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도 미국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대형 사고가 일어난데 이어 대만 가오슝 도심에서 대형 

가스폭발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고양 일산동구 백성동의 

한 도로에서 지하 2.5m에 묻힌 열 수송관이 터져 110도의 뜨거운 물이 지상으로 솟구치면

서 1명이 숨지고, 40명이 중화상 등을 입었다. 사고 원인으로 배관의 노후화를 추정하고 있

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사고가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지하 배관망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향상이 필요하다. 

사고일시 사고 장소 사고 내용

‘11.02.19 캐나다

SCC(아스팔트-에나멜 피복의 박리에 따른)로 인한 하중부

하능력 저하가 정상 작동 압력에서 국부적인 항복을 일으

켜 파손, 폭발, 화재를 유발

‘14.08.31 프랑스 작업 중 가스관을 건드려 폭발

‘15.01.29 멕시코
가스공급 트럭이 병원에 액화천연가스(LPG)를 공급하던 

중 고무관이 파열돼 폭발

‘16.04.01
울산

온산읍

질소배관 매설 공사를 위한 압입 추진구 공사 중 천공작업

으로 인해 지하에 매설된 질소배관을 손상시켜 가스 누출

‘17.03.02
경기

안성시
배관이 부식으로 손상되어 암모니아가 누출

‘18.02.03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내 강당 신축공사를 위해 정리 작업 중, 포크레

인에 의한 지하 매설배관 파손

‘18.02.08
전북

전주시

가스보일러 공동배기구 폐쇄로 배기가스가 역류하여 CO 

중독 발생

‘18.05.17
울산

남구

염소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충전 플

렉시블 호스 파열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18.10.25
충북

청주시

도시가스 전환공사 중 호스절단으로 인한 LP가스 누출 후 

미상의 점화원에 의한 폭발

표 1-1. 가스사고 사례

Table 1-1. Gas Accident Case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각화하

여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 대시보드다. 대시보드는 수집한 

데이터를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시스템에 필요한 대시보드를 개발하면 간과하기 쉬운 중요 자산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대시보드는 활용 주체에 따라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등 그 방법과 적용 방식이 다양하며, 활용 목적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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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자 데이터, 배관망 데이터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 및 시각화 할 수 있다. 대

시보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텍스트 보다는 그래

프와 그림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도록 위치해야 하며, 

색이나 강조 효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적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러한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한 배관망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는 개별 사용자의 편

의를 위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관리를 개선하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

시보드는 중요업무에 대한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적인 경영도구로서 BI(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과 더불어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다.[2],[3] 대시보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인포그래픽(infographic) 

개념을 이용하여 지표에 대한 정보를 표현함으로서 사용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4] 국내 실정에 맞는 배관망 관리를 위해서 대시보드 개발은 표준 웹 개발 언어

인 HTML5와 자바스크립트에서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D3.js를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를 만

들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배관의 이상상태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배관망 관리 업무는 경영을 지원해주는 하위시스템으로 다양한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다양한 지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표를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배관망 관리 업무에 대해 위험성 평가 개념을 적용하여 위험성 감소, 비용절감 등과 

같은 주요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되는 대시보드 시스템은 배관망 관리 업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서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낭비비용의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시스템의 대시보드 설계 및 구현방법

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각 기능에 대한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기술한다. 마

지막으로 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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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는 설계를 위해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화면을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무료 오

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Django로 구축하였다. 사용자의 시각적인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대시보드를 설계한다. 

그림 2-1. 대시보드

Fig 2-1. Dashboard 

대시보드는 시스템의 작동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지만 점차 디지털 

모니터를 통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5] 대시보

드를 생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며 생성 가능한 대시보드 유형도 다양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시보드를 생성하게 된다.

§ 정보를 얻거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정보를 보고 사용함으로서 같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비즈니스, 제품, 기관 팀 또는 캠페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 대형 데이터 집합에 대한 개인 설정된 뷰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중요한 표시기를 모

두 보여 주기 위해

일부 대시보드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건, 이벤트, 기타 

활동의 특성을 매칭 하도록 설계한다. 좀 더 전략적인 다른 대시보드는 기관의 핵심성과지

표(KPI) 및 지표를 모니터링하려는 경영진과 기타 상급 관리자에게 유용하다. 또 다른 분석

적인 대시보드는 데이터 추세나 기타 흥미로운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

막으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데이터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다

음은 효과적인 대시보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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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야 할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 데이터로 가득 찬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 준다.

§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대상 그룹에게 제공

한다.

§ 성능 측정치를 산만하지 않고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대시보드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 우선 임원 등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전체 데이터를 보는 전략형 대시보드

(strategic company dashboard)

§ 비상상황이나 이상치를 빠르게 인지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작업형 대시보드

(operational dashboard)

§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분석형 대시보드(analytical dashboard)

전략형, 작업형, 분석형 대시보드를 나누는 기준이 대시보드의 ‘목적’이라면, 대시보드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는 모니터링,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로 나눌 수 있다. 사용

자의 데이터 탐색 여부에 따라 모니터링과 인터랙티브 대시보드가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지

기도 한다.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장시간에 걸쳐 확인하는 경우라면, 인

터랙티브 대시보드는 클릭, 내비게이션 등 데이터 탐색에 따라 정보 구조가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목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 대시보드에서 정보 탐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비상상황이나 이상치를 빠르게 인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이상치를 부각하는 디자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반면 탐색이 필요한 경우 부가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탐색하는 인터랙션에 

중점을 둔다. 잠재적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대시보드를 사용할 것인지, 대시보드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 여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생각해보는 방법

도 있다.

대시보드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했다면, 정보 영역을 구성할 차례이다. 데이터 구성 시 

메뉴, 탭, 차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구성하면 인지적 부하

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

탭이나 메뉴의 구성은 업무 순서를 따르는 게 좋다. 하나의 탭 안의 하위 레벨 탭을 만

들 경우,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정보 영역끼리 그룹핑이 잘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정보 영역을 구성한 뒤에는 정보의 표현 방식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정보를 보여주는 

차트뿐 아니라, 차트/테이블 간의 인터랙션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정보 영역에 차트를 

사용할 것인지, 차트를 쓰기로 했다면 어떤 차트를 쓸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정보의 데이터 

트렌드를 보여주고 싶다면 라인 차트를 구성해야 하고, 정보의 구성을 보여주고 싶은 경우 

파이 차트, 순위를 보여주고 싶으면 막대 바 차트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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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3D 차트와 2D 차트 비교 

Fig 2-2. 3D Charts vs. 2D Charts

대시보드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같은 정보라도 인지 부하가 일어난다. 따라서 시각적인 가독성,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면적(area)보다는 길이를 

기준으로 한 시각화 차트, 3D보다는 2D 차트가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거리

감, 레이아웃, 색채 등도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컬러의 경우 특정 카

테고리의 유무를 인지할 만큼은 비슷해야 하지만, 카테고리 내의 항목을 서로 구분할 정도

로는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색채를 활용한 완급 조절은 어려울 수 있기에 이는 보조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림 2-3. 위험성 기반 배관망 관리 시스템의 대시보드 

Fig 2-3. Dashboard of risk-based piping network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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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화면은 메뉴, 탭, 차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 영역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

운 단위로 구성하여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효과를 높인다. 시각적인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

이기 위해 작업형 대시보드 설계하여 위험성 기반의 배관망 관리를 수행한다. 설계된 대시

보드는 Python, HTML5, jQuery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Access Database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다.

안전 지수, 이상상태, 운전효율, 공급비율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색깔을 통해서 쉽게 안

전과 위험을 파악하고, 데이터 중심의 문서(Data-Driven Documents)의 약자로 자바스크립

트 기반의 라이브러리 언어인 D3.js으로 지역별 소모량과 지역별 운전효율을 표시한다. 

D3.js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도큐먼트를 조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6] 코딩을 통

해 SVG[7]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 직접 그림을 그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서버의 수치 데이터를 웹브라우져로 가져온 뒤 이를 브라우져 문서 요소로 변경하고 렌더링

하기 때문에 서버 데이터가 변경되면 웹브라우져는 변경된 요소를 반영하여 다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이렇게 D3.js를 이용하면 기존의 정적인 그래프를 데이터와 바인딩된 동적 그

래프로 구현 할 수 있다.D3.js의 동작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2-4. D3.js의 동작과정

Fig 2-4. Operation Process of D3.js

D3.j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HTML 문서 

요소를 새로 만들어 데이터를 엮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엮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문서 

요소에 시각적인 값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구현된다. 예를 들어 막대그래프라면 데이터를 

막대에 엮고, 데이터를 막대의 길이 값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그린다. 이후 추가 조작이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서 요소의 상태가 한 값에서 다른 값으로 변하는 과정이 더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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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3D.js의 예시 그래프

Fig 2-5. Example graph of 3D.js

D3.js는 클릭이나 마우스 오버 등의 작용이 있으면 해당 행위에 지정된 값으로 길이나 

색상 값의 변화를 계산해서 바꿔주는 방식 등을 사용해서 동적 요소를 구현한다. 일반적으

로 css 값을 조작해 색상이나 글꼴 등 기본적인 스타일이나 간단한 효과를 지정하고, div를 

활용해 툴팁으로 사용하는 등 HTML 문서 요소를 활용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엮어서 조작하는 과정은 자바스크립트 문서 요소로 편집해 사용한다. D3.js는 SVG

를 이용해 시각화 요소를 그린다. SVG(Scalable Vector Graphics)는 HTML 문서에 직접 

포함할 수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8 이하를 제외한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한다. 코드 작

업으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고, 그려야할 선의 위치, 길이, 방향 등을 수학적으로 결정하

기 때문에 여타 이미지와는 다르게 확대·축소 시 그림이 깨지는 등의 품질 손상이 없는 장

점을 지녔다. D3.js는 코딩을 통해 SVG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 직접 그림을 그려 데

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이라서 텍스트 편집기 등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해야 하므로 코딩을 

전혀 배우지 않은 비전공자가 활용하기는 어렵다. 웹 프로그래밍에 활용되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직접 그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프나 시각화는 활용 수

준에 따라 폭넓게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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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성 요소

3.1 배관 구역

그림 3-1. 배관 구역 선택

Fig 3-1. Piping Zone Selection

배관 구역을 설정하여 선택한 구역의 배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한 배관에 대

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표시한다. Map API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고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는 위험을 정량화하는 기법으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중요한 부분인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위험분석방법

으로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예상하고 분석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과 그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값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위험 매트릭스는 위험의 확률과 영향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최종 위험을 판단한다. 위

험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석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 위험분석을 위해서 위험 매트

릭스를 사용한다. 위험분석은 ‘위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답변이며 그 목적은 3가지로 정

의한다. 첫 번째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을 고려하는 것이며, 두 번째

는 사건이 일어나서 비용, 일정, 성과에 미칠 수 있는 결과(Possible Consequences)를 예

측하며 마지막으로 전체 위험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의 전체 크기는 

표 2와 같은 위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위험을 평가하며 고위험(Red), 중위험(Yellow), 저

위험(Green)으로 평가하여 위험관리를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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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Likelihood Probability of Occurrence

1 Not Likely ~10%

2 Low Likelihood ~30%

3 Likely ~50%

4 Highly Likely ~70%

5 Near Certainty ~90%

표 3-1. Risk matrix의 Y축

Table 3-1. Y Axis of Risk Matrix

Level Technical Performance Schedule Cost

1
Minimal or consequence 

to technical performance

Minimal or no 

impact
Minimal or no impact

2
Minor reduction in 

technical performance 

able to meet key 

dates

Budget increase or unit 

production cost increase

3
Moderate reduction in 

technical performance o 
Minor schedule slip Budget increase 

4 Significant degradation
Program critical 

path affected
Budget increase 

5 Severe degradation
Cannot meet key 

program milestones
Exceeds APB threshold

표 3-2. Risk matrix의 X축

Table 3-2. X Axis of Risk Matrix

위험 매트릭스의 세로축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어날 확률의 분배는 표1과 같이 나누어진다. 또한 위험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표2

와 같이 사건의 영향으로 그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기준축이다. 많은 

위험 매트릭스가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US DoD(Department of 

Defense) 위험관리 안내서(Risk Management Guide)를 기본으로 우리원의 실정에 맞게 변

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험 매트릭스는 그 기관이나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고 편집되는 것을 허용한다.

3.2 운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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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운전정보

Fig 3-2. Operational information

선택된 구역의 운전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다. 지도에 있는 배관망의 정보를 D3.js를 

통해 만든 게이지 그래프와 라인 그래프를 통해서 가스의 공급량을 볼 수 있고 압력 상태를 

볼 수 있다. Map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OpenMap API를 이용한 

방법과 웹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Map API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Naver, Kakao, 

Google 등에서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서비스

한다. 발급 받은 인증키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Naver Map API

를 사용하고 있으며, Naver Map API는 세계측지계(WGS84) 위도·경도 좌표계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고 JavaScript를 통해서 Map에 원하는 기능을 추가 하거나 지울 수 있다. 다음

은 각각의 지도 서비스 현황이다.

무료 사용량 장점 API 제공 사이트

구글
§ 웹용은 월 10만 건

§ 모바일은 무제한

§ 세계를 동일한 사용 

환경으로 사용

§ 구글맵스플랫폼

(cloud.google.com/maps-pl

atform)

네이버
§ 웹과 모바일은 모두 

하루 20만 건
§ 국내 상황에 특화

§ 국내 상황에 특화

(developers.nver.com)

카카오
§ 웹과 모바일은 모두 

하루 30만 건
§ 국내 상황에 특화

§ 국내 상황에 특화

(developers.kakao.com)

표 3-3. 지도 서비스 현황

Table 3-3. Map Servi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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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험성 관리

그림 3-3. 위험성관리

Fig 3-3. Risk management

Risk matrix를 통해서 몇 개의 배관망이 얼마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배

관망의 정보와 위험성의 정보를 표를 통하여 보여준다. 표에 있는 배관망 중 하나를 클릭하

면 해당 배관망의 Risk Score와 Threats, Consequences를 보여준다.

위험성 기반 진단은 기존의 시간에 기초한 검사와는 달리 개개의 설비와 관련된 위험을 

사고 확률(LOF; Likelihood Of Failure)과 피해결과(COF; Consequence Of Failure)에 의

한 측정 가능한 손실비용(Risk = LOF * COF)으로 계량화하여, 잠재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설비에 초점을 집중하여 검사 및 보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즉, RBI 2080 

rule에 의하면 전체 단위설비의 20%가 전체 위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100

개의 배관이 있을 경우 약 20개 정도의 배관이 매우 위험하고 나머지는 덜 위험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위험도가 적은 장치 류 들은 검사주기를 연장하여 검사경비를 줄이고, 위험도

가 큰 장치 류 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검사주기를 줄이거나 적절한 검사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따라서 각 기기들의 파손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진단/감시 시스템의 수

준을 높임으로서, 사고발생 확률을 줄여 경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다.[9]

그림 3-4. 위험도의 계량화 정의

Fig 3-4. Quantification definit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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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작업관리

그림 3-5. 작업관리

Fig 3-5. Work management

각 배관망의 파이프ID, 시점, 종점을 보여주고 위험성의 총점, Consequence를 보여준

다. 또한 언제 가스감지기를 점검했는지 표를 통하여 보여준다. 여러 가지 작업 업무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상태표시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게 구현한다.

특징 및 장점

관리의 편의성

§ 작업 상황에 대한 GUI 기반 인터페이스 제공

생산성 향상

§ 단순 반복 작업 감소

업무 처리속도 증가

§ 어느 작업에서 위험 및 오류가 일어났는지 빠르게 파악 가능

일괄된 작업처리

§ 작업 처리 순서 자동화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 배제

효율적 오류처리

§ GUI를 통해 쉽게 re-run, skip, hold 등을 수행

표 3-4. 작업관리의 특징 및 장점

Table 3-4. Features and Advantages of work management

3.5 이상상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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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모니터링 화면 구성도 및 요소

Fig 3-6. Monitoring Screen Layout and Elements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센서들을 실험 장치인 배관에 부착하여 

DAQ[10]를 통해 많은 배관의 데이터들을 동적으로 획득한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와의 연

결을 통해서 데이터와 선택된 특징들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계 학습의 

분야 중 하나인 서포터벡터머신[11]을 이용하여 보일러 튜브의 상태를 판별하여 3D model

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7. 머신러닝의 개념

Fig 3-7. Concept of Machine Learning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기계 학습의 분야 중 하나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며,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 사용한다. 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SVM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

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비확률적 이

진 선형 분류 모델을 만든다. 만들어진 분류 모델은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현

되는데 SVM 알고리즘은 그 중 가장 큰 폭을 가진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 해

당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고정되어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확률분포를 갖는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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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못 분류하는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차원 공간상에서 학습 자료가        ∈±과 같을 때, 두 개의 클래스

를 구분하는 초평면(Hyperlane)은 여러 개 있지만 최적의 초평면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러

한 최적의 초평면은 각 분류 데이터 중에서 분리하는 초평면에 가장 가까운 자료 사이의 거

리를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식 (1)과 같이 정의된다.[12]

∙    (1)

는 초평 상의 한점, 
는 초평면에서의 법선이며 는 편향이다.

그림 3-8. SVM 알고리즘 예시

Fig 3-8. Example of an SVM 

algorithm

초평면은 데이터들을 분류할 수 있는 칸막이며,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s)는 초평면

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이다. 즉,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표는 양쪽 서포트 벡터들과 초

평면 간의 거리의 합인 마진의 최대치(Maximum margin)을 찾는 것이다. 마진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초평면이 최종 초평면이 되는 것이다. SVM의 장단점으로는 표5와 같다.

장점

분류문제나 예측문제에 동시에 쓸 수 있다.

신경망 기법에 비해서 과적합 정도가 덜하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

사용하기 쉽다.

단점

Kernal과 모델 파라미터를 조절하기 위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봐야 

최적화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모형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표 3-5. SVM의 장점과 단점

Table 3-5.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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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화면 구성

그림 3-9. 이상상태현황

Fig 3-9. Abnormal status

모니터링 화면은 그림 9과 같이 DAQ 연결 및 제어, 데이터 취득, 데이터 불러오기, 3D 

modeling, 신호 그래프, 특징 그래프, 특징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웹은 Python의 Django

라는 프레임워크에 HTML과 jQuery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는 Mysql을 사용하여 배

관의 상태, 특징들의 정보 등을 저장한다. 3D modeling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유니티

[13]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3D 객체의 상태변화는 jQuery와 연동하여 변화를 준다. 자

료 분석을 위하여 기계 학습의 분야 중 하나인 서포터벡터머신을 사용하여 특징들을 분류하

였고 분류된 특징을 통해 결함을 판별한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화면의 각 기능에 대해 다룬

다.

3.5.2 기능 설계

3.5.2.1 DAQ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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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모니터링 1단계

Fig 3-10. Monitoring step 1

모니터링의 첫 번째 단계인 DAQ Connection에서 Sampling Rate와 Signal Length를 설

정하여 DAQ와 연결을 한다.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Connect 또는 Disconnect를 표시한다.

3.5.2.2 Save data & Load data

그림 3-11. 모니터링 2단계

Fig 3-11. Monitoring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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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모니터링 3단계

Fig 3-12. Monitoring step 3

취득 중인 데이터를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레이블로 지정하고 

불러와 트레이닝 하거나 또는 특징 공간에 출력할 수 있다.

3.5.2.3 3D modeling & Signal graph

그림 3-13. 신호의 그래프와 3D 모델링

Fig 3-13. Graphs of signals and 3D modeling

Signal graph에서는 취득된 데이터 신호의 시간 파형과 스펙트럼을 sampling rate와 

signal length 설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력한다. 유니티를 사용하여 만든 3D 객체를 보여

주고, 각 튜브에서 부착된 센서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고장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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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다양한 3D 모델링 툴 지원

유니티는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

물리 기반 엔진

유니티 프로그램은 모두 짧고 간결한 스크립트 형태로 작성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C#, Boo 스크

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로 개발 가능

유니티에서 요구되는 것은 유니티가 제공하는 각종 함수의 기능에 대한 이해

와 활용 능력이므로 초심자와 유능한 프로그래머 사이에 차이가 없음

유니티는 인터넷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세한 레퍼런스 매뉴얼을 제공

기존 코딩 방식에 의한 개발에서 벗어나 모듈을 미리 만든 뒤 필요한 응용 기

술을 개발할 때 이 모듈을 조립하는 기술인 Component 기반의 프로그래밍

Component 기술을 활용하면 복잡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 가능, 유사한 시

스템을 구축할 때 재사용성 용이 

표 3-6. 유니티 특징

Table 3-6. Unity feature 

3.5.2.4 Feature space & selection

그림 3-14. 특징선택 및 특징 공간

Fig 3-14. Feature Selection and Feature Space

Peak, Root-Means-Square(RMS), Kurtosis 등 신호에서 유의미한 특징들을 최대 3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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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선택하여 특징 공간 그래프를 통해 특징 분포를 관찰한다. 취득 신호로부터 실시간으로 

특징들을 추출하여 이를 특징 공간에 출력하고, 특징 공간에서는 불러온 과거데이터의 특징 

분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현재 신호의 특징들과 과거 데이터의 특징들의 분포를 쉽게 비

교 분석할 수 있다.

3.5.2.5 특징 설명

다음은 Feature Selection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징들을 설명한다.

§ Peak

- 신호의 절대값 중 최대값을 의미한다.

max

§ RMS(Root Mean Square)

- 신호 변화 크기에 대한 값, sin파형과 같이 연속되는 파형의 음과 양을 오가는 정도 

또는 크기를 의미한다.














§ Kurtosis

- 통계에서 kurtosis는 확률분포의 모양이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신호 값들

의 분포가 특정 값 근처에 몰려 뾰족한 형태를 이룰수록 kurtosis가 증가한다. 

 








 



§ Kurtosis Factor

- kurtosis의 변형된 값으로 kurtosis가 신호 전체의 크기에 민감한 단점을 보완한 값

이다.



 







§ Margi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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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의 평균적인 크기에 비해 최소/최대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max

§ Crest Factor

- Margin과 동일하게 신호의 평균적인 크기에 비해 최소/최대 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평균 크기로 SMR 대신 RMS를 사용한다.



max

§ Impulse Factor

- 신호에서 가장 큰 임펄스(파형이 뾰족하게 솟아로는 부분)의 크기에 대한 지표이다.

 











max

§ Shape Factor

- 전자공학에서 DC 성분과 AC 성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호의 평균 대비 음

과 양을 오가는 연속파형의 크기 비율을 의미한다.

 













§ Skewness

- 통계에서 skewness는 확률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호의 편중성(신호

의 평균을 기준으로 신호 값들의 분포가 한쪽으로 몰리는 정도)이 증가할수록 

skewness 또한 증가한다.

 








  



§ Square-Mean-Root(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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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와 동일하게 연속되는 파형의 음과 양을 오가는 정도 또는 그 크기를 의미하며 

RMS보다 신호의 크기에 더 민감하다.

  


 


§ Peak to Peak

- 신호의 전체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호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의 차이이

다.

maxmin

§ Entropy

- 신호의 안정성(Stability)를 나타내는 지표로 entropy가 높을수록 신호가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 log

§ Energy

- 신호의 파워를 의미하며 각 신호의 제곱을 더한 값이다.

 






§ Clearance Factor

- 신호의 최대값인 Peak 값과 파형의 음과 양이 오가는 정도인 SMR을 나눈 값이다.

 



§ Normalize 5

- 신호로부터 5차 Normalized Momentum을 추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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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ize 6

- 신호로부터 6차 Normalized Momentum을 추출한 결과이다.

  









 


§ Shape Factor2

- Shape Factor와 마찬가지로 전자공학에서 DC 성분과 AC 성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RMS대신 SMR을 사용한다.

 













§ Frequency Center

- 주파수 영역의 무게중심을 의미한다. 

















§ RMS of Frequency

- 주파수 영역의 RMS를 의미한다. 














§ Root Variance Frequency

-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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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cy Spectrum Energy

- 주파수 영역의 Energy를 의미한다.








3.6 원콜관리

그림 3-15. 원콜관리

Fig 3-15. One-call management

원콜관리에서 STEP1~4를 통해서 Data&Location Selection, Model review, Risk 

review & management plan, Follow up activities를 실행한다. 원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7 안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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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안전 현황

Fig 3-16. Safety Status

Risk weight, Risk area, Case no., Responsible unit, Title를 통해서 High potential 

Incidents를 보여준다. Incident breakdown 과 Occupational accident type을 막대그래프

로 구현한다. 막대그래프로 언제 어떤 Case type과 Accident category가 몇 번 발생했는

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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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관의 노후화와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배관망 관리 시스템 대시보드를 개

발하였다. 대시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와 거기에 따른 기능들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데

이터 대시 보드는 많은 양의 시간이나 인지 리소스를 해석하지 않고도 중요한 정보를 신속

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선형 차트 및 그래프로 인코딩하면 사용자

는 시각화에 완전히 집중하기 전에 데이터 간의 중요한 관계를 인식 할 수 있다. 대시보드

를 이용하여 배관망 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인지 부하를 낮추어 시각적인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였다. 또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구성하여 배관망 관리 시스템을 수행한다. 배

관 구역, 운전 정보, 위험성 관리, 작업 관리, 이상상태 현황, 원콜 관리, 안전 현황 등으로 

시스템 구성했으며, 각 관리상황에 따라 맞는 GUI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다. 대시보드 

구성 요소로 D3.js를 사용하여 시각화 그래프를 만들었고 선택된 구역을 지도로 표기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고 편집되는 것이 허

용되는 위험 매트릭스를 배관망 관리 시스템에 적합하게 설정하였고 위험을 정량화하여 최

종 위험을 판단하고 위험 관리를 진행해 관리 시스템의 수준을 높임으로서 사고발생 확률을 

줄였다. 이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배관 데이터의 신호를 그래프로 표시하였고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과거 데이터의 특징들과 현재 신호의 특징들을 표시하여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서포터벡터머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

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배관에 대해 이상상태를 판별할 수 있게 하였다. 판별된 배관의 이

상상태를 3D 모델링으로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개발한 배관망 관리 시스템 대시보드를 적용하면 단순 반복 작업 감소

로 인한 업무 처리속도 증가와 수작업의 오류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작업

의 처리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소를 줄여 

사고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배관망 관리 시

스템 대시보드를 설계함으로서 배관의 정상 및 결함 선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배관 안

전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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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pipe network management 

system dashboard

Pipe-related accide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aging piping. In 

particular, aging piping used in industry is a dangerous factor that causes industrial 

accidents. Causes of piping accidents are caused by various causes, such as gas 

leakage due to external or internal defects, aging due to corrosion, human resources 

mistak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e site does not recognize 

the accident or considers it insignificant until the accident occurs, so only the area 

is partially repaired or left intact, and the integrity diagnosis of the piping is not 

systematic. Accidents are gradually increasing as there are many aging pipes in the 

country, and the importance of piping diagnosis is emphasized as it has potential 

risks that could cause huge losses in the event of a fire explosion or a gas leak.

In order to prevent such accidents in advance, this paper proposes to develop a 

screen that is fundamental to the piping network management system that can detect 

abnormal conditions of piping early into a dashboard that enhances the user's visual 

readability and comprehension. Design work-type monitoring dashboards to quickly 

recognize and respond to emergencies or anomalies and implement visualization 

charts using D3.js, a visualization library, for piping-based data visualization. The 

risk matrix allows the final hazard to be determined and the map to display the 

dangerous areas in the system. The system develops piping zones, operation 

information, risk management, task management, abnormal status, one-call 

management, and safety status functions using HTML5, the standard web 

development language, and JavaScript, and identifies piping abnormal conditions 

through learning using the support vector machine,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3D modeling made of Unity enables users to intuitively check and deals 

with the state of 3D modeling through JavaScript. This is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in piping safety management if data on piping are effectively utilized by 

developing a grid management system dashboard.

keyword : Dashboard, Piping Network Management System, Monitoring, Supportor 

Vector Machine, D3.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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