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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위험 예측 모델 개발

A development of the gas pipeline risk predi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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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대부분 현장점검에 의존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 중 하나인 중부도시가스사의

실시간 배관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배관의 위험을 예측한다. 배관의 압력, 출력전압, 출력전류, 방

식전위, 전위값 데이터와 기타 도시가스 관련요인 데이터를 통합해 상관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특정 공급권역의 실시간 배관 압력 데이터를 분석해 압력 수치를 예측한다. Random forest

regression과 support vector regression(SVR) 알고리즘을 사용해 모델을 구성한 결과 배관 데

이터의 시계열 정보를 추가한 데이터 셋과 random forest regression을 사용한 모델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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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가스 배관은 대부분 지중에 매설되어 있어 지하철, 상하수도, 전기통신, 건설 등의 여러 굴

착공사에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배관의 손상과 부식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데 이 작업은

검사원의 현장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가스 배관안전 관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배관운영 실시간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분석, 예측하고 전문가에게

제공함으로써 배관 이상탐지를 돕는 시스템이다.

사용 데이터는 배관운영과 관련된 데이터와 배관 상태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 데이터이다. 배

관운영 데이터는 정압기의 압력, 정류기의 출력전압, 출력전류, 방식전위 그리고 테스트박스(Test

Box)의 전위 데이터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요인 데이터는 기상정보인 기온, 강수량, 풍속과 유

가, 출생률을 사용한다(노승철, 2013). 정류기와 테스트박스 데이터를 사용한 실시간 배관 이상탐

지 시스템을 통해 배관 피복의 부식을 예측한다. 정류기의 출력전압, 출력전류, 방식전위 데이터와

테스트박스의 전위값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전기방식을 사용한 배관 피복의 부식을

예측한다. 더 나아가 배관의 압력과 유량을 통한 배관이상 탐지를 위해 정압기와 열량계량시스템

의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한다. 이 외에 배관에 영향을 미치는 배관이력, 운영환경, 외부 환경변수,

시간변수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도시가스 배관위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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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정류기와 테스트박스 데이터를 사용한 실시간 배관 이상탐지 시스템을 통해 배관 피복의 부식

을 예측한다. 정류기의 출력전압, 출력전류, 방식전위 데이터와 테스트박스의 전위값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전기방식을 사용한 배관 피복의 부식을 예측한다. random forest

regression과 SVR을 사용한 성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정압기 압력 예측 시스템 성능 비교

데이터셋

Random Forest

Regressor
Support Vector Regressor

200 Trees 500 Trees
RBF

Kernel

LIinear

Kernel

Polynomial

Kernel
정압기, 기타요인 0.46 0.46 0.56 0.39 0.38
정압기, 이동평균 0.20 0.20 0.47 0.22 0.22

정압기,이동평균,1년전수치 0.19 0.19 0.48 0.22 0.32
정압기, 이동평균, 1년, 1년

최대, 최소
0.19 0.20 0.50 0.21 0.44

3. 결론

정압기의 압력 데이터와 기타요인 기온, 강수량, 풍속 데이터, 유가, 출생률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압기 데이터의 주기성을 사용하기 위해 압력 시계열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했다. 회귀분석 알고

리즘은 random forest regression과 SVR을 사용해 모델을 생성, 성능을 비교했다.

실험 결과 정압기 데이터와 기타요인 데이터 그리고 압력 시계열 데이터를 모두 통합한 데

이터 셋을 사용한 경우 성능이 우수했다. SVR의 경우 linear 커널함수를 사용한 모델의 RMSE가

0.21로 가장 낮았다. Random forest regression은 트리의 개수와 상관없이 SVR보다 우수한 성능

을 보이며 0.19의 RMSE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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