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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파이프는 많은 양의 유체를 계속해서 운반해야 하는 현대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매우 많은 양이 

운반되는 기름과 가스의 경우 정제 전 다량의 불순물을 내포하고 있으며 

운송 과정이 고온 고압의 조건이기에 파이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한다. 

특히 아무리 파이프 외부를 튼튼하게 만들어도 파이프 내부에 불순물이 

굳어져 파이프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파이프 내 막힘 현상에 대하여 기존 파이프 

내 막힘 현상을 탐지하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던 파이프 외부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간단하게 습득한 진동 신호를 이용하여 파이프 내 

변화를 탐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 파이프 내 막힘 현상은 

파이프 내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정도의 막힘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가속도계를 통하여 취득한 고차원의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는 파이프 내 얇은 실험 시편에 대하여 기존의 방법들로는 

정상 상태와 구분이 어려웠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에서 이상 

탐지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합성 곱 신경망을 적용하여 매우 얇은 

두께의 막힘 현상 또한 분류가 가능함을 다양한 시편의 두께와 유속 

조건의 실험실 내 실험데이터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입력데이터로 1차원 

시계열 진동 신호를 사용했을 때 합성곱 신경망의 분류 성능은 평균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이미지 분류에서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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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spectrogram을 이용한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합성곱 신경망의 

분류 성능은 97% 이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이프 내부의 

문제를 파이프를 파괴하지 않고도 간단한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파이프내 

막힘 현상을 조기에 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파이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파이프,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 모형 회류 수조 실험, 가속도계, 

차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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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파이프는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유체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많은 

양의 유체를 꾸준히 운반할 때 가장 효과적인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에 파이프를 통해 운송되는 유체들은 대표적으로 기름, 가스 

등이 있다.  

산유국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통해 수 주간의 항해를 거쳐 운반하는 

원유를 24인치 직경의 파이프는 단 며칠만에 운송할 수 있을 정도로 

유체 운반에 있어서 파이프의 효율성은 타 운송수단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효율적이다. 실제로, 2017년에 발간된 Annual Liquids Pipeline 

Report Pipeline Safety Excellence Performance Report Plan에 

따르면 2015년 미국내 석유, 가스 수송은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내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총 길이는 

207,792마일에 달한다. 또한, 미국내 파이프라인 수송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18,136,818,000 bbl에 달하였고 이중 59.9%가 원유 

수송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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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미국 원유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수송량>  

API(2017), Annual Liquids Pipeline Report 

(단위: 천 배럴) 
 

 2011 2012 2013 2014 2015 

원유 7,031,632 7,460,711 8,324,013 9,300,051 10,858,317 

석유 

제품 

6,539,980 6,618,480 6,684,877 6,891,170 7,278,500 

수송물량 

계 

13,571,612 14,079,190 15,008,890 16,191,222 18,136,818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수송량 증가 추세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시추 및 가공 정제 지역과 소비 지역간 

멀리 떨어져 있는 드넓은 미대륙에서 더더욱 많은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원유, 가스의 경우 정제 전 

다량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고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파이프 내부를 

통하여 운송되기에 모래, 왁스 등의 성분들이 파이프 내벽에 달라붙어 

고체화되어 파이프 내경에 변화를 주게 된다. 고체화되어 파이프 내경에 

변화를 주게 되면 파이프 내경이 줄어든 부분을 지나가는 유체에 속도 

변화를 일으켜 급격한 압력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파이프의 진동과 

소음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파이프의 내구성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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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파이프는 외부로 돌출된 경우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 땅 속 일정 

깊이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거나 파이프를 교체하여 정상 가동을 하는데까지 많은 시간적 

비용적 자원이 사용된다. 파이프 교체 시 그 부분의 파이프 및 연결된 

파이프로의 유체 운반이 중단되어, 파이프 교체시 소모되는 비용뿐 

아니라 가동을 중단하는 동안의 손실이 있고, 전체적인 생산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파이프 내 문제를 조기에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파이프의 막힘 현상을 탐지할 때 pressure gauge와 

transducer 등의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지만, 이는 파이프 설비 설치 시 

장착하여야 하고 미리 설치해 둔 국소 부위에만 사용 가능하기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파이프 내벽에 달라붙어 고체화된 

물질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물리적,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점점 커지고 

두꺼워져 파이프의 파열과 같은 파이프 내 심각한 막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조기에 파이프 내 문제를 탐지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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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ipeline blockage (Dal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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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이상치 탐지(Anomaly detection)란, dataset에서 outlier등과 같은 

예상되는 기대치와 다른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주로 

time series data에서 기존 데이터셋과 다른 데이터를 검출하여 기기의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금융 및 다양한 

카테고리의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보이스 피싱 등을 

막기위해 다양한 종류의 이상치 탐지 기술이 적용되어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상치로 규정하는 방법은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Ane 

blazquez-garcia et al. (2021)에 따르면 비정형 시계열 

데이터(Nonlinear time series data)에서는 차원 축소(Dimension 

reduction)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의 특성을 몇가지로 

간소화시키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Figure 2 Outliers meaning (Garcia, 2021) 

 

오류 탐지(Fault detection)은 이상치 탐지의 한 종류로, 어느 

임계점(Threshold)을 기준으로 임계점을 넘은 데이터를 오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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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링 하여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를 구분짓는 기술이다.  

먼저, 파이프라인의 막힘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파이프라인 

내에서의 다양한 fault detection method를 정리하고, 막힘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 방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Shantanu Datta et al. (2013)은 파이프라인에서의 fault detection 

method를 크게 Blockage문제와 Leakage 문제로 구분하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Hardware based method와 Software based 

method로 Figure 3과 같이 구분하였다.  

Shantanu Datta et al. (2013)은 blockage fault detection 

method에 대하여 vibration analysis, pulse echo analysis, acoustic 

reflectometry, impedance method, damping of fluid transient, radio-

isotope technology 등의 방법들을 사용한 논문들을 제시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실험 장비가 저렴하고 계측이 간단한 방법으로는 vibration 

analysi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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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ipeline fault detection methods (Shantan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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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e et al.(2012)는 Pipe 내부에 유동을 제한할 수 있는 

Orifice(Blockage 역할)를 설치하고 파이프 외부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진동 신호 계측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Orifice 구멍 

크기에 따른 velocity와 pressure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Figure 4 와 같다.  

 

Figure 4 pipeline blockage simulation result (Lile, 2012) 

 

또한 실제로 Lile은 Figure 5와 같이 실험 장비를 구성하여 다양한 

orifice 구멍 크기에 따라 가속도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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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는 Figur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실험을 통해 Lile는 

가속도계를 통해 orifice 구멍크기에 따른 유동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Figure 5 pipeline blockage experiment (Lile, 2012)  

 
Figure 6 pipeline blockage experiment accelerometer result (Lile, 2012) 

Kyung-Jo Park(2013)은 파이프 내에 epoxy로 층을 만들고 

파이프 외부에서 Incident wave를 만들어준 후 계측한 reflection 

coefficient spectrum을 이용하여 파이프 외부에서 비파괴적으로 파이프 

내부 슬러지 층의 존재 유무 및 크기를 판단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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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asured time trace and reflection coefficient spectrum from pipe 

experiment (Park, 2013) 

 

J Ma(2007)은 이중층 배관과 단일층 배관의 Mode에 대한 group 

velocity와 reflection coefficient를 구한 후, 재할당 스펙트로그램을 

확인하여 슬러지를 찾아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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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assigend spectrogram analysis of the transmitted T(0,1) mode 

propagating past the bilayered pipe (J Ma, 2007) 

 

Lu Yang et al. (2019)은 CFD 시뮬레이션과 pressure gauge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pipe 내부 blockage를 탐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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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lockage experiment result (Yang, 2019) 

 

 

Christos Spandonidis et al. (2022)는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받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파이프라인에서의 leackage를 

탐지하고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3 

 

Figure 9 Platform system architecture for leakage detection(Christo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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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목표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했듯이, 파이프라인에서의 오류 탐지는 

blockage 문제와 leakage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blockage 

문제는 파이프 외부에서 incident wave를 만들어주는 등 복잡한 

장비들을 이용하거나 파이프 내부에 압력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이프 내부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파이프 

작동 중 설치를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기 힘들기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줄이고자 파이프라인에서의 blockage 문제에 

vibration method를 제안하되, 기존의 실험적인 방법들에 사용된 

blockage 보다 훨씬 얇은 두께의 시편을 사용하여 fault detection이 

어려운 dataset을 만들어 dimensional reduc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등의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즉, 파이프라인 가동 중 파이프 외부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파이프를 파괴하지 않고 습득한 비파괴적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 

데이터를 통한 파이프라인 fault detection method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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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설계 및 과정 

 

 

제 1 절 실험 장비 
 

본 실험은 파이프라인 가동 중 파이프 외부에 부착한 가속도계를 

통하여 습득한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를 통하여 파이프 내부 직경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관측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실험은 

서울대학교 34동 지하 1층 수중음향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장비는 전체적으로 5T 두께의 Acrylic plastic 재질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들과 같다.   

실험장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터가 설치되어 

물을 순환시켜줄 수 있는 부분과 물을 흘려주는 불투명 파이프로 구성된 

부분, 그리고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어 유동을 관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있다. 실험 장비의 정면도는 Figure 10과 같다. 실험 장비의 정면 

사진은 Figure 11과 같다. 우측 하단부에 모터를 결합하여 

시계방향으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노란 네모 박스 부분에 

시편을 파이프 내부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설치하였고 시편 

주위에 가속도계를 네 개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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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equipment 

 

Figure 11 Experiment equipment at SNU building 34 Underwater Acoustic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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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가 설치된 부분은 전자 시스템으로 모터의 RPM을 조절할 수 

있는 control unit과 연결되어 있고 외부 전원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몇 가지 실험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실험할 때 모터 RPM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여 원하는 유속에 따른 

RPM 값을 측정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모터 RPM에 따른 유속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다. 이는 실험을 통해 계측된 값이다. 

 

Table 3 모터 RPM에 따른 유속 

RPM 130 220 320 

유속(m/s) 0.1 0.2 0.3 

 

 

물을 흘려주는 불투명 파이프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실험 

시작이 시작할 때 실험 장비에 물을 채워넣고 실험이 끝난 후 실험 

장비에서 물을 제거하는 역할과 실험 도중 모터 진동으로 인하여 실험 

장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과 물을 채우면서 

생긴 기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외부와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이프 고정은 파이프를 지지해주는 프레임에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였고, 실험 전후로 같은 회전수 만큼을 

조정함으로써 같은 실험 조건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기포 제거는 파이프의 위쪽 부분에 구멍을 설치하여 

바깥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는데, 이는 기포가 파이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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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밀도가 낮아 기포가 위쪽에 형성된다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파이프의 왼쪽, 가운데, 그리고 시편이 있는 중간 부분 네 곳에 기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파이프라인에 물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실험 장비 내에 기포가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아래 Figure 

12에 나타나 있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Experiment equipm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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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시편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기존에는 직사각형 단면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였으나, 기존 실험들 대비 

더 어려운 실험을 진행하여 데이터셋을 모으고자 하였기에 단면을 

뭉툭하게 깎아야 했고, 기존에 파이프 및 시편 제작 업체에서 

제작해주는 시편은 아크릴을 깎아서 시편을 만드는 방식이었기에 아주 

매끈한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원하는 크기로 

시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3D 프린터를 통한 사출 방법이 실험에 

필요한 시편의 품질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3D 

프린터를 통한 시편 제작 방법을 채택하였다.  

3D 프린터 제조업체 신도리코(Sindoh)에서 2020년에 발간한 3D 

프린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3D 프린터 출력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FFF방식, SLA방식, SLM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FFF방식(Fused Filament Fabrication)은 실 형태로 고체 필라멘트를 

출력한 후 고온을 통해 녹여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SLA방식(Stereo Lithography Apparatus)은 ‘레진’이라는 광경화성 

수지에 레이저를 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FFF방식보다 다소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출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유체를 통한 진동을 측정하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시편의 제작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SLA 방식으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3D systems에서 제공받은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 

재질(Accura 25)의 물성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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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men technical data 

 

 

그렇게 제작된 시편은 Figure 13과 같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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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실험 시편 

 

시편의 두께와 내경 5cm인 파이프 내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는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Figure 14 실험 시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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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시편 데이터 

Thickness 파이프 내부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0 [시편이 없는 상태] 0 

0.1 3.99 

0.11 4.39 

0.125 4.98 

0.15 5.98 

0.2 7.96 

0.3 11.91 

0.4 15.84 

0.5 19.75 

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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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데이터 처리 과정 
 

본 실험에서 가속도계를 통해 취득된 비정형 시계열 가속도 

데이터는 앰프를 통해 가속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sensitivity를 통해 

조정된 voltage 값으로 변환된 후 PC와 연결된 DAQ(Data Acquistion 

system)를 통하여 전기 신호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PC의 Labview 

program을 통하여 처리 및 저장된다. Figure 15와 같은 과정을 통해 

데이터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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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Overall experiment data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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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가속도계는 총 4개의 가속도계를 사용하였으며, 

시편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센서와 시편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센서 간의 간격은 10cm를 두어 

시편과 센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네 가지 케이스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서 부착 높이 등은 일치시켜 한 줄로 array를 

형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속도계는 PCB PIEZOTRONICS 사의 

Model 352A60 제품으로 5kHz에서 60kHz 대역의 고주파를 잡아낼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의 사진과 상세 스펙은 아래 Figure 16과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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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CB 352A60 spec. 

Performance  

Sensitivity(±15 %) 10 mV/g 

Measurement Range ±500 g pk 

Broadband Resolution 0.002 g rms 

Sensing Element Ceramic 

Weight 6.0 gm 

 

 

Figure 16. PCB 352A60 가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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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총 10가지 시편과 3가지 유속에 대하여 진행되었고, 각

각 취득한 데이터는 총 30가지로 아래 표와 같다.  

 

Table 7. Total experiment set 

Thicknes

s 

0 0.1 0.1

1 

0.12

5 

0.1

5 

0.2 0.3 0.4 0.5 1.0 

RPM 130 

(0.1 m/s) 

(0, 

0.1

) 

(0.1

, 

0.1) 

(0.11, 

0.1) 

(0.125, 

0.1) 

(0.15, 

0.1)  

(0.2

, 

0.1) 

(0.3

, 

0.1) 

(0.4

, 

0.1) 

(0.5

, 

0.1) 

(1.0

, 

0.1) 

RPM 220 

(0.2 m/s) 

(0, 

0.2

) 

(0.1

, 

0.2) 

(0.11, 

0.2) 

(0.125, 

0.2) 

(0.15, 

0.2)  

(0.2

, 

0.2) 

(0.3

, 

0.2) 

(0.4

, 

0.2) 

(0.5

, 

0.2) 

(1.0

, 

0.2) 

RPM 320 

(0.3 m/s) 

(0, 

0.3

) 

(0.1

, 

0.3) 

(0.11, 

0.3) 

(0.125, 

0.3) 

(0.15, 

0.3)  

(0.2

, 

0.3) 

(0.3

, 

0.3) 

(0.4

, 

0.3) 

(0.5

, 

0.3) 

(1.0

, 

0.3) 

  

사용된 가속도계는 총 4개의 가속도계를 사용하였으며, 시편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센서와 시편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센서 간의 간격은 10cm를 두어 시편과 센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네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0가지 실험 세트는 각각 1000초 동안의 실험 데이터를 10초

씩 100개의 파일로 나누어 저장하였다. 즉 하나의 test set data는 

50kHz의 실험 데이터를 10초간 저장하였다. Figure 17에서 Input data

가 시각화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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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Input data dimension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의 용이를 위하여 Figure 

18처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파일을 모은 후, Python 3.7에서 numpy 

와 panda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었다. 또한 학습 데이터 길이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길이 별로 랜덤하게 시계열 데이터를 나눌 수 있도록 Figure 

19와 같이 유닛 데이터를 자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Figure 18. Total experiment data 

 

Figure 19. unit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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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원 축소 기법 결과 

 

 

제 1 절 실험 결과 
 

실험 결과 데이터에 차원 축소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계측된 

실험 데이터를 plot하여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앞서 인용한 

Lile et al.(2012)의 실험은, 각 시편 별 두께 차이가 매우 컸기에 실험 

데이터의 RMS 값 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본 실험의 

경우 시편들 간의 두께 차이가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작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30가지 케이스의 실험 

결과 중, 320 RPM(0.3m/s)에서 3번 센서에서 실험한 데이터들을 

plot한 결과는 아래 Figure 20. Figure 21. Figure 22. Figure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Figure 20. Raw data - RPM 320 Thickness 0 Sensor 3 

 

Figure 21. Raw data - RPM 320 Thickness 0.1 Sens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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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Raw data - RPM 320 Thickness 0.5 Sensor 3 

 

Figure 23. Raw data - RPM 320 Thickness 1 Sens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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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Figure 21. Figure 22. Figure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실험의 경우 유동이 가장 강한 0.3m/s의 데이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전압을 나타낸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만으로는 

특정한 데이터셋에 따른 레이블링, 시편의 두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Raw data에 몇가지 처리를 한 Mel spectrogram 데이터를 

보고자 한다. 

Spectrogram이란, 음향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할 때 유용한 도구로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time domain에서의 data를 

frequency domain에서의 data로 바꾸어 나타낸 방법이다. Time 

domain에서의 discrete한 data를 frequency domain으로 바꾸어주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의 식은 Equation 1과 같이 정의된다.  

 

Equation 1. Discrete fourier transform 

 

 

Mel-spectrogram은 spectrogram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spectrogram에 Equation 2와 같은 mel-scaling을 적용한 것으로 

저주파 대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주파 

대역에 민감한 Mel-spectrogram은 그 특성을 살려 인간의 

목소리에서의 특성을 살피는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Jonathan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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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anh Tran, 2020) 

 

Equation 2. Mel-scaling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에 몰려있는 특성을 관찰하여 

Mel-spectrogram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Mel-spectrogram의 

과정은 Figure 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ure 24. Mel spectrogram 

  

Raw data에 Mel-spectrogram 과정을 거쳐 나타난 그림은 x축이 

시간, y축이 Hz로 나타나게 된다. 색상은 그 영역에서의 dB을 나타낸다. 

하기 Figure 25, Figure 26, Figure 27, Figure 28은 RPM 320(유속 

0.3m/s), Sensor 2 조건에서 시편의 두께에 따른 Mel-spectrogram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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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Melspectrogram thickness 0.2cm 

 

 

 

 

 

 

 
Figure 26. Melspectrogram thickness 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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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Melspectrogram thickness 0.4cm 

 

 

 

 

 

 

 
Figure 28. Melspectrogram thickness 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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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Root Mean Square)는 데이터셋에서 그 데이터셋 전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사용된다. RMS 이외에도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값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N개의 유한한 개수의 데이터에 대한 데

이터들의 RMS 값을 통하여 시편의 두께에 따른 RMS 값의 경향성 혹

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N개의 유한한 개수의 데이터에 대한 RMS

는 Equation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x축이 시편의 두께(thickness), y축이 

계산된 RMS 값인 그래프로 plot 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Figure 29 ~ 

Figure 34 와 같다. 

Equation 3. Root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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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RMS RPM 130 Sensor 1 

 
Figure 30. RMS RPM 130 Sens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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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RMS RPM 220 Sensor 1 

 
Figure 32. RMS RPM 220 Sens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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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RMS RPM 320 Sensor 2 

 
Figure 34. RMS RPM 320 Sens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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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원 축소 기법 결과 

 

앞 절에서 살펴본 데이터들을 다방면으로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실험 결과로 나온 데이터가 너무 고차원 데이터이기에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당 데이터셋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t-SNE(t-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방법을 이용하여 고차원의 데이터를 간략화 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먼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란, 데이터를 정사영 할 

때 variance를 maximize 할 수 있는 서로 수직인 축 두개를 구하여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내리는 차원 축소 기법이다. 이 때, 

각각의 축을 PC1, PC2라고 표기한다. 세가지 시편의 두께(0.11cm, 

0.125cm, 0.15cm)에 대한 PCA 분석 결과는 Figure 35, Figure 36, 

Figure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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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RPM 130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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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RPM 220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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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RPM 320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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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E(t-분포 확률 임베딩)이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하는 비선형적인 차원 축소 기법이다. (L.Van der Matten and 

G. Hinton, 2008) 고차원 공간에서의 데이터들간의 거리 관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하는 기법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t-SNE는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 간 거리를 조건부 확률로 변환하는 다음 두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quation 4는 원차원에서의 조건부확률을 나타내고 Equation 

5는 감소시킨 차원에서의 조건부확률을 나타낸다.  

 

 

 

 

 

 

 

 

 

 

 

 

 

 

 

 

 

 

 

 

 

 

 

Equation 4. original dimension data probability 

 

Equation 5. reduced dimension data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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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 차원의 데이터를 거리관계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2차원의 데이터 분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줄어든 차원에서의 축은 큰 의미가 

없기에 편의상 x축을 t-sne 1, y축을 t-sne 2라고 표시하도록 하겠다. 

각 점의 색깔마다 data의 label(이 경우, 시편의 thickness가 

label이다)을 나타내는데, 각 색상의 점이 나타내는 label은 Figure 

38에 표시된 바와 동일하다. 먼저, input data로 실험 결과로 나온 

데이터셋을 그대로 집어넣은 시계열 진동신호에 대한 t-SNE 결과를 

Figure 39, Figure 40, Figure 41, Figure 42, Figure 43, Figure 44에 

나타내고(이후 간략히 time domain t-SNE라고 표시하겠다) 이후 

시계열 진동신호에 푸리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time domain data를 

frequency domain data로 바꾸어 준 값에 대하여 t-SNE를 통하여 

차원축소 시각화한 것을 Figure 45, Figure 46, Figure 47, Figure 48, 

Figure 49, Figure 50에 나타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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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label of thickness 

 

 
Figure 39. time domain t-SNE RPM 130 Sens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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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time domain t-SNE RPM 130 Sensor 4 

 
Figure 41. time domain t-SNE RPM 220 Sens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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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ime domain t-SNE RPM 220 Sensor 3 

 
Figure 43. time domain t-SNE RPM 320 Sens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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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ime domain t-SNE RPM 320 Sensor 4 

 

 

여기까지가 time domain data를 input으로 넣은 t-SNE 결과이다. 

Frequency domain data를 input으로 넣은 t-SNE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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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frequency domain t-SNE RPM 130 Sens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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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frequency domain t-SNE RPM 130 Sensor 3 

 
Figure 47. frequency domain t-SNE RPM 220 Sens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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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frequency domain t-SNE RPM 220 Sensor 4 

 
Figure 49. frequency domain t-SNE RPM 320 Sens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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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frequency domain t-SNE RPM 320 Sensor 2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requency domain data를 input으

로 넣어줬을 시, t-SNE 결과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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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NN 결과 

 

 

제 1 절 1D CNN 결과 
 

CNN이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어로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되어 cost function 

과 back-propagation과정을 통하여 weight vector를 update하며 해당 

data에 가장 잘 맞는 parameter를 학습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입력 데이터로 가공되지 않은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를 

넣어줬을 때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1차원이기에 편의상 1D CNN이라고 

칭한다. 앞 장에서 나왔던 Mel-spectrogram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넣어주게 되면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2D CNN이라고 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편의 두께별 데이터를 구분 혹은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마지막에 출력 레이어의 

노드 개수와 클래스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이때 softmax 함수를 

통하여 각 노드 별로 확률을 부여해주게 되고, softmax 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quation 6. sigmoid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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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cost function 혹은 loss function으로 일컬어지는 

비용 함수 중 분류 목적에 최적화된 cross entropy loss function을 

사용하으며, cross entropy loss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분류 모델의 경우,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혼동 행렬은 예측값이 얼마나 실제 관측값을 잘 예측했는지 

보여주는 행렬로, 시각화하여 성능을 평가하기 좋다. 이진 혼동 행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내어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Table 8. Binary confusion matrix 

 Predicted(correct) Predicted(not) 

True(correct) TP FN 

True(not) FP TN 

 

TP(True positive)와 TN(True negative)는 실제 값을 맞게 

예측한 부분이며, FP(False positive)와 FN(False negative)는 실제 

값과 다르게 예측한 부분이다. 이때, 모델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정확도는 혼동 행렬의 대각 부분이다. 

Equation 7. cross entropy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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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CNN을 통한 두께에 따른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의 분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convolutional layer가 8개인 모델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convolutional layer는 기본적으로 convolutional 

filter, batch normalization, activation function(ReLU function)을 

갖고 있으며 4번의 Max Pooling을 통하여 성능을 높였다. 

Convolutional layer를 다 거친 후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 

softmax function을 통하여 각 label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ure 51. 1D CNN architecture 

 

Equation 8.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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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델은 입력 데이터로 1-dim time domain data를 

사용하였으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는 8-layer CNN을 

이용하였고, Train set: Validation set: Test set = 8 : 1 : 1(800개, 

100개, 100개)의 충분한 data set을 사용하였다. Trial and error 

과정을 통하여 learning rate 0.001, epochs 100, batch size 16, total 

batch number 800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고, early stopping을 

통하여 overfitting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epoch에 따라 loss 값이 

아주 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2. Train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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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과로 나온 혼동행렬과 accuracy 모두 매우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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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RPM 130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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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RPM 220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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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RPM 320 Confusion Matrix 

 

각 RPM에 따른 전체 accuracy를 나타낸 table은 다음과 같다. 

 

 
Table 9. 1D CNN accuracy 

 

 RPM 130 RPM 220 RPM 320 

Accuracy 1.0000 1.0000 0.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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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D CNN 결과 
 

앞 절에서, 가공되지 않은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를 입력 신호로

하는 1D CNN을 통하여 매우 좋은 분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번엔 입력 신호를 가공되지 않은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에, 앞 장에

서 살펴보았던 mel-spectrogram을 이용하여 가공한 2D 데이터를 입

력 신호로 넣어 결과를 살펴보았다. 

2D CNN 모델은 ResNet18을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전체적인 데

이터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 

 

Figure 56. 2D CNN blockage thickness classification flow chart 

 가공되지 않은 비정형 시계열 진동신호를 Mel-spectrogram 이

미지 형태로 바꾸어 주고 이를 ResNet18을 변환한 CNN에 넣어 

Blockage thickness에 따른 결과를 분류하는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입력 데이터로 2-dim time domain data를 

사용하였으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는 ResNet 18을 

이용하였고, Train set: Validation set: Test set = 8 : 1 : 1(800개, 

100개, 100개)의 충분한 data set을 사용하였다. Trial and error 

과정을 통하여 learning rate 0.001, epochs 100, batch size 64,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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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number 800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고, early stopping을 

통하여 overfitting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epoch에 따라 loss 값이 

아주 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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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RPM 130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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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RPM 220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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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RPM 320 Confusion Matrix 

 

각 RPM에 따른 전체 accuracy를 나타낸 table은 다음과 같다. 

 

 
Table 10. 2D CNN accuracy 

 

 

 RPM 130 RPM 220 RPM 320 

Accuracy 0.9875 0.9647 0.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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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이프라인에서의 막힘 현상에 관한 문제를 

기존에 연구되던 파이프 내부 면적 50% ~ 80% 정도의 막힘에 비하여 

훨씬 얇은 파이프 내부 면적 3% ~ 4% 정도의 막힘을 유발하는 시편에 

대해서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기존 파이프 내 

막힘 현상 연구는 주로 파이프 외부에서 incident wave를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오는 reflection wave를 측정하는 등 파이프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복잡한 장비들을 이용하거나 파이프 내부에 압력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이프 내경 변화를 측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이프 외부에 간단한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얇은 시편의 변화에 따른 

유동 변화로 야기된 진동 신호를 가속도계에서 계측하여 파이프 내경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을 실험실 내 모의실험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아크릴 재질로 구성되어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파이프를 통해 

실험장비를 실제 파이프 내 막힘 현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유사하게 

구성하였고 모터의 RPM에 따른 유속 변화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9가지 종류의 시편으로 30가지 종류의 많은 실험 환경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속도계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고차원의 비정형 시계열 진동 

신호로 데이터만을 살펴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각 데이터가 어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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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실험인지 구분이 어려웠고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먼저 

차원축소기법을 도입하였다. PCA 기법을 사용하여 몇 가지 종류의 실험 

조건 하에서의 데이터들을 분류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선형 

차원축소기법이라는 PCA의 한계에 부딪쳐 고차원의 실험 데이터를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t-SNE 기법을 이용하여 고차원의 

비정형 시계열 진동신호를 고차원에서의 거리 데이터를 최대한 보존하며 

2차원으로 차원축소하고 시각화하였고, 입력데이터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푸리에 변환하여 입력했을 때 t-SNE 결과 각 시편의 

두께별로 데이터가 군집하여 훌륭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종류의 CNN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여러 실험 조건 

하에서 파이프 내 시편의 두께에 따른 분류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하였다. 입력 데이터로 가공되지 않은 1차원 진동 신호를 사용하는 

1D CNN과 1차원 진동 신호를 2차원 Mel-spectrogram으로 변환한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2D CNN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시편에 

따른 분류 성능을 평가하였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분류에 있어서 훌륭한 

성능을 보였고, 특정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100%의 정확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실내 모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파이프 내 매우 얇은 두께의 시편 변화가 CNN 모델을 통하여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실험실 내 실험 데이터에 대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물을 유체로 하여 실험한 결과이기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불순물이 

섞이고 다양한 형태로 파이프 내부에 퇴적된 막힘 현상에 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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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데이터에 대해 결과를 관측하여야 실제 산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실제 파이프 사용 

현장에서 파이프 내부 막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가 귀로 들어보고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파이프 내부의 문제를 

파이프를 파괴하지 않고도 간단한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계측된 진동 

신호를 학습된 CNN이 탑재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실험실 내 실험을 통하여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였기에 본 연구의 실험 및 검증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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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Learning based Pipe 

blockage detection using vibration 

signal 
 

SHIN HANSEO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ip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in modern times, 

where large volumes of fluid must be continuously transported. 

However, in the case of oil and gas transported in a very large 

amount, it contains a large amount of impurities before refining, and 

the transportation process is a high temperature and high-pressure 

condition,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pipe. In particular, no 

matter how strong the outside of the pipe is, it is unavoidable that 

impurities will harden inside the pipe and block the pipe, causing 

economic loss. In this study, a method of pipe blockage detection 

using a vibration signal simply by attaching an accelerometer to the 

outside of a pipe, which was rarely used to detect clogging in a pipe, 

was applied in this study. Existing pipe clogging has been mainly 

studied for severe clogging that causes problems in pipes.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high-dimensional time-series vibration 

signal obtained through the accelerometer from the steady state 

with the conventional methods for thin test specimens in the pipe. It 

was proved through the experimental data in the labora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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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pecimen thicknesses and flow rate conditions that the 

clogging phenomenon of thin thickness can also be easily classified. 

When a one-dimensional time series vibration signal was used as 

input data,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howed an average accuracy of 99% or more, and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using 

two-dimensional data using Mel-spectrogram, which is widely 

used in image classification, was showed more than 97%.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in the pipe will be 

reduced by attaching a simple accelerometer to the problem inside 

the pipe without destroying the pipe, and the clogging phenomenon 

in the pipe is detected early, and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to 

reduce the problem in the pipe. 

 

Keywords : Pipes,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Model experiments, Accelerometers, Dimen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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