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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빅데이터는 사  자원 리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 랜트내 생산  운  작업 분야에서

도 큰 심을 받고 있다. 이력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설비에 한 성능을 측하는 것은 설비들의 생

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해양 랜트의 주요설비  하나인 원심압축기는 고장 시 폭발 할 수 있

는 험한 설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설비성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원심압축기의 성능을 

계산하기 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가상태그 스트림 생성기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리자와 같이 두 가지 컴포 트로 구성된다. 시스템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기 해, 

멀티 코어 CPU를 사용하여 용량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병렬 로그래  근 방식을 이용하

다. 한, 실험을 통해 원심압축기의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한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스트림 컴퓨 , 지보 , 빅데이터, 복합 이벤트 처리 

Abstract In recent years, Big Data has been a topic of great interest for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work of offshore plants as well as fo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The ability to predict 

future equipment performance based on historical results can be useful to shuttling assets to more 

productive areas. Specifically, a centrifugal compressor is one of the major piece of equipment in 

offshore plants. This machinery is very dangerous because it can explode due to failure, so it is 

necessary to monitor its performance in real time. In this paper, we present stream data processing 

architecture that can be used to compute the performance of the centrifugal compressor. Our system 

consists of two major components: a virtual tag stream generator and a real-time data stream 

manager. In order to provide scalability for our system, we exploit a parallel programming approach 

to use multi-core CPUs to process the massive amount of stream data. In addition, we provide 

experimental evidence that demonstrates improvements in the stream data processing for the 

centrifugal compressor.

Keywords: stream computing, predictive maintenance, Big Data, complex even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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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서 실시간 용량 이메일 서버

의 스팸 탐지  필터링, 사용자 클릭 스트림을 통한 실

시간 쇼핑몰 사이트 개인화, 실시간 주식 트 드 분석등

과 같이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에 한 요구와 서비스들

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실시간 빅데이터 스트림 처

리는 배치처리 기반의 하둡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실시

간에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하여 실시간 빅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

들이 소개되었다.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들은 

크게 스트림 컴퓨 (stream computing) 기술과 복합 

이벤트 처리(complex event processing; CEP)와 같은 

두 가지 기술이 있다.

한편, 해양 랜트와 같은 생산시설을 보다 효율 인 

운 과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해 련 제품 출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보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시스템은 생산시설내의 주요 설비

에 해 실제 설비의 고장(functional failure)이 발생하

기  잠재  고장 가능성(potential failure)을 분석/

측하는 연구로 각 설비의 수명  최 의 교체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해양 랜트를 효율 이고 안

하게 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1]. 그림 1은 설비성능

에 한 P-F 커 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Y-축은 

설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잠재  고장시 과 실제 고장

시  사이를 P-F 간격(P-F interval)이라고 한다.

해양 랜트의 형화  사용 장기화로 인해 노후화

됨에 따라, 해양 랜트 주요 설비의 효과 인 유지보수

를 해 실시간으로 설비의 성능 모니터링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심압축기와 같은 폭발 험요소

를 가진 설비는 실시간으로 성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일반 으로 하나의 해양 랜트에서 하루에 1.5 테라바이

트 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며, 당 20,000-40,000 개의

그림 1 P-F 커

Fig. 1 P-F Curve

태그 데이터(기본 인 센서 정보와 측정값을 정형화한 

데이터)를 리한다[2]. 이러한 용량 데이터를 기존 

시스템으로는 성능 한계로 인해 처리하기 어려우며, 이

를 극복하기 해서는 실시간 주식 분석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빅데이터 스트림 처리  스트림 컴퓨  

등의 기술을 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랜트내 험 리 상 장비인 

원심압축기의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을 해, 가상태그 

스트림을 생성하고 생성된 가상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논문구성은 2

장에서 지보 을 한 설비 모니터링 련 기술에 

해 기술한다. 3장에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체 시스템 

구조를 소개하고, 4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리를 

한 주요 구  내용을 설명한다. 시스템 구  결과평가

를 해, 시스템 성능에 한 실험결과는 5장에서 제시

한다. 끝으로, 6장에서 결론  향후연구를 기술한다.

2. 련연구

최근 IBM의 미래 신 기술분야의 문가인 Meyerson 

박사는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다(Data is the New 

Oil)”라고 주장할 정도로 오일/가스 분야에서 빅데이터

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3]. 오일/가스 분야의 주요

설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해서, IBM은 짧은 시간 

안에 방 한 양의 스트리  데이터를 지속 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스트리  컴퓨  기술이 용된 InfoSphere 

Streams 제품을 출시했다. 생산시설의 주요설비에 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기술  제품은 GE사를 심으

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GE사에서는 

해양 랜트와 같은 규모 시설에 한 통합 모니터링

을 한 솔루션으로 System1 SmartSignal 제품을 제

공하고 있다[4]. 해양 랜트의 압축기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제품  시스템들로는 Recip-

Com, Compressor Performance Advisor, 그리고 실시

간데이터베이스 기반의 OSI PI Platform 등이 있다. 이

러한, 기존 제품들은 모니터링 기능에 한 자체 데이터 

형식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을 오

일/가스 분야에 표 화된 시계열 데이터 형식으로 외부

에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설비 성

능 모니터링과 련된 외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상호 운

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랜트의 원심압축기 설비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기존 시스템과 비하여 주요한 차

별성은 아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설비성능 평가모델: 기계설비 성능평가를 한 표  

모델에 기반한 가상 태그 데이터 생성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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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구조

Fig. 2 System Architecture

∙데이터 상호운 성: 데이터스트림을 오일/가스 분야의 

표 화된 데이터형식으로 외부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 시스템 구 을 해 용량 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

을 용하 고, 각 시스템별 처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3. 시스템 구조

본 논문의 제안하는 시스템은 설비로부터 송되는 

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한 시스템으로, 

그림 2와 같이 크게 가상 태그 스트림 생성 서 시스템 

(VTSG; Virtual Tag Stream Generator)과 실시간 데

이터 스트림 처리 서 시스템(RTDSM; Real-Time Data 

Stream Manager)으로 구성된다.

가상 태그 스트림 생성(VTSG) 서 시스템은 해양

랜트내 각 설비의 실제 태그 데이터스트림을 체하여 

시뮬 이션 할 수 있도록 가상의 태그 데이터스트림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VTSG가 필요한 이유는 국

내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해양 랜트가 없고 실제 태그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장치를 구성하

고 있는 태그들과 태그들 사이의 계에 따라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실제 설

비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태그 데이터 목록 기반으로 데

이터를 생성하고 스트림데이터를 송해야 한다. 해양

랜트내 설비들의 속성에 따라 태그 데이터크기와 송

주기가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설비에 한 데이터처

리를 시뮬 이션하기 해서는 가상태그 데이터 생성 

시에도 다양한 요구사항(데이터크기  송주기)에 부

합해야 한다.

표 1 태그 데이터 구조

Table 1 Tag Data Structure

Attribute (Data Type) Description

assetID (String) Unique ID

tagTimestamp (Timestamp) Measured time

tagName (String) Sensor name

tagValue (Double) Measured value

Unit (String) Unit

minRange (Double) Minimum range value

maxRange (Double) Maximum range value

Example (Tag data):

#CC001 2015-01-05 16:27:50.520 compressor speed 1000.0 

rpm 0 45000

RTDSM은 VTSG에서 생성된 원시 스트림 데이터 

수신처리를 담당하는 실시간 스트림 핸들러와 해당 설

비 식별자와 설비의 공간 인 치를 매핑하기 해, 

랜트 공정상의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에 

따른 변환처리를 수행하는 변환처리 컴포 트, 그리고 

변환된 데이터를 외부로 달하기 한 실시간 P&ID 

제공자 컴포 트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용된 태그 데이터는 표 1과 같이 7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기기 허용 최소/최  수치는 각 센

서에서 제공하는 수치로 기기의 고장 등을 단하는데 

사용된다. VTSG는 설정을 통해 장된 기본 태그 데이

터를 기반으로 정해진 송주기마다 타임스탬 와 태그 

값(tagValue)을 변형하여 스트림 송을 한다. 새로운 

태그 값()는 각 태그 마다 정해져 있는 성능 평가 

허용 수치( = 2～3%) 내의 임의의 값()으로 변환하여 

생성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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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TDSM 인터페이스 구조도

Fig. 3 RTDSM Interface Diagram

  ×

본 연구에는 기계 설비 성능 평가 표 모델인 ASME 

Performance Test Codes 기반으로 원심압축기의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19개(inlet pressure, inlet tempera-

ture, compressor speed 등)의 데이터 항목  기본값, 

단 를 활용하 다[5].

4.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리

해양 랜트내의 원심 압축기와 같은 주요 설비의 고

장 측을 한 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을 일반 으로 지

능형 운 (Operational Intelligence; OI) 시스템이라고 

한다. 해양 랜트내 OI 시스템은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시스템 구축 시 다수의 컴퓨터가 연결된 스 일 아웃

(scale-out) 구조보다는 고성능 시스템 기반 스 일업

(scale-up)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는 것이 

일반 이다.

다양한 소스데이터를 취합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하나

의 공통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재

하기 하여, 센서 데이터의 추출, 변환, 재하는 ETL 

(Extract-Transform-Load) 과정을 수행한다. 설비의 

주요 태그 정보는 시간정보와 해당 센서 측정값들로 구

성되기 때문에, 실제 해양 랜트의 공간 인 치에 

한 정보는 해당 센서 태그 식별자와 외부의 공간 정보

를 결합해서 외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

의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리자 서 시스템은 태그 데

이터 스트림 수신하여 용된 외부 시스템의 형식에 맞

게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ETL 기능을 제공한다.

4.1 입출력 인터페이스 설계

그림 3은 RTDSM에서 제공하는 주요 인터페이스 개

요도를 보여 주고 있다. RTDSM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스트림 입력 인터페이스(stream input interface): 

단일설비에 한 성능 모니터링 상 태그 스트림을 

달받기 한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입력 는 실

시간 이력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시 태그 스트림을 

달 받는다. 입력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연

산으로는 입력 스트림 데이터 소스와의 연결, 스트림 

데이터 리스  설정, 연결 해제 기능들이 있다.

∙스트림 출력 인터페이스(stream output interface): 

단일설비를 한 공통모델 기반 성능평가 시스템에서 

성능계산 수행을 한 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시스템 는 외부 응용시스템에게 ETL 처리과정 

이후의 데이터 스트림을 달하기 한 인터페이스이

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시스템들에 달하기 한 공

통 인 데이터 표 은 오일/가스 분야의 표  포맷인 

PRODML(Production Markup Language)를 따른다. 

PRODML은 탄화수소 생산, 모니터링, 리  최

화하기 해 사용되는 소 트웨어 도구들 사이의 개방

형, 비 리, 표 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해 업

계를 추축으로 제안한 표  마크업 언어다[6].

먼 , 원시 태그 스트림 데이터 입력측의 구조를 그림 4

를 통해 살펴보면, 해양 랜트의 단일설비들로부터 발생

하는 센서를 원격 터미  유닛(RTU; Remote Terminal 

Unit)를 통해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

trol System)  스카다(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으로 달된다. 이후, 

DCS 는 SCADA는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해 직  

RTDSM 서 시스템에 원시 태그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처리방식으로는 DCS 는 SCADA가 단일 

설비에 한 원시 태그 스트림을 실시간 이력 데이터베

이스(historian database) 장한 뒤, RTDSM 서 시스

템이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방

그림 4 RTDSM 입력측 인터페이스

Fig. 4 Input-side Interface of the RT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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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TDSM 출력측 인터페이스

Fig. 5 Output-side Interface of the RTDSM

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기 해서

는 RTDSM의 핵심 컴포 트는 외부 시스템의 입력 처

리방식에 상 없이 입력 소스 아답터를 통해 스트림을 

입력받을 수 있는 구조로 스트림 입력 인터페이스(stream 

input interface)를 설계하 다.

단일설비에 한 원시 태그 스트림 입력이 스트림 입

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바인딩된 후, RTDSM 서 시스

템 내부에서 ETL 과정을 수행한다. ETL 과정에서 원

시 태그 데이터 스트림은 외부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

는 태그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RTDSM 서 시스템에서 

생성한 실시간 P&ID 데이터 스트림은 그림 5와 같이 

외부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 시스템 등의 외부 

시스템에 PRODML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한다.

규모 스트림 데이터처리를 해서는 선처리 후 장 

패러다임인 이벤트 처리 패러다임(event processing 

paradigm)이 합하다. RTDSM은 이벤트 처리 패러다

임 처리 스타일을 따르는 복합 이벤트 처리 시스템인 

Esper for Java 엔진을 이용하여 구 하 다[7].

RTDSM의 주요 클래스로는 표 1에서 정의한 가상 

태그 데이터 구조를 따르며, 데이터 송수신을 한 직렬

화를 수행하는 이벤트 클래스인 VTSGTagDataEvent 

클래스, VTSG 서 시스템에서 달되는 스트림에 한 

이벤트 처리 언어(EPL; Event Processing Language) 

기반 질의처리  태그수신, ETL 처리를 수행하는 Server 

클래스, 스트림 입출력처리를 담당하는 InputAdapter 

 OutputAdapter 클래스로 구성된다.

지능형 운  시스템의 처리성능에 주요한 향을 미

치는 부분은 설비태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VTSG와 

RTDSM의 네트워크 송수신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네트워크 송수신 최 화를 해, Java Native 

Interface (JNI)로 제공되는 ByteBuffer 클래스를 이용

하여 직렬화 (serialization)를 수행하 고, 결과 으로 기

존 Java 소켓 통신 비 77.3배의 성능향상을 제공할 

수 있었다[8].

5.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시스템은 Java로 구 하 고 각 서 시스

템에 한 실험은 서로 다른 운 체제 환경에서 수행하

다. 가상태그 스트림 생성기능을 담당하는 VTSG에 

한 성능시험은 Windows7, Intel i7 Quad-core 3.5GHz 

CPU, 32GB RAM 환경에서 실험하 고, 실시간 스트림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RTDSM에 한 성능시험은 

Mac OS X 운 체제, Intel Xeon 2.66GHz (6-core) 

Dual-CPU, 64GB RAM 환경에서 수행하 다.

다양한 송주기로 제공되는 태그데이터에 한 실험

을 해서는 가상데이터 생성속도도 요한 시스템 평

가 요소다. 따라서, 병렬화에 따른 성능확장성 실험을 

하여, 로세서의 쓰 드 수에 따른 데이터 생성 시간

을 비교하 다. 백만개의 태그데이터를 생성할 때 쓰

드 수에 따른 태그 생성 성능을 측정하여 그림 7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결과 처리 쓰 드 수 증가에 따라 생성 시간이 

속히 다가 VTSG 실험환경에서 멀티코어 CPU 최

 개수인 8개(쿼드코어  하이퍼쓰 드 용) 후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1개 태그 데이

터를 생성하는데 1 μsec( 당 1,000,000개 생성) 보다 

은 시간이 필요하다.

RTDSM은 Java 쓰 드를 이용한 멀티코어 로그래

을 통해 구 하 고, 성능확장성 실험을 해 멀티코

어 CPU (24-core) 시스템에서 태그 개수 증가에 따른 

성능평가를 그림 8과 같이 수행하 다. x 축은 가상 태

그 데이터를 당 생성함에 따른 시간 흐름을 의미하며, 

10만개의 태그 데이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100

 동안 총 1,000만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의 처리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태그 개수를 10만개부터 10만개

씩 증가시키며 50만개까지 각각에 한 처리시간을 측

정하 다. 당 태그 데이터 생성개수에 따른 스트림 데

그림 6 쓰 드 수에 따른 태그데이터 생성 성능

Fig. 6 Performance for tag data gener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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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TDSM 성능확장성 실험결과

Fig. 7 Experimental result of the performance scaling 

of the RTDSM

이터 평균처리시간은 각각 0.57 (10만개), 1.21 (20만

개), 1.36 (30만개), 1.78 (40만개), 2.38 (50만개)의 결

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원심압축기의 센서태그 개수가 

19개이며 일반 인 해양 랜트에서 요구하는 태그 개수

가 당 2만개 내외임을 감안할 때, 당 빠른 처리 성

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해양 랜트 설비 성능평가를 한 스

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표 화된 평가모델을 반

하여 설계, 구 하고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멀티코어 

CPU을 이용한 병렬 로그래 을 통해 가상 태그데이

터 생성과 스트림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안한 시스템은 해양 랜트 내 주요 설비에 한 고

장 측을 한 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에 활용되리라 기

한다. 향후 연구로는 GPU를 이용한 용량 스트림 

데이터 처리성능 가속화 연구와 원격의 규모 클러스

터를 이용한 컴퓨  방식을 용하는 것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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