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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전소 진동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반 원격감시시스템 기술 [2회]
글 싣는 순서
1. 도 입
2. 원격감시지원시스템 네트워킹 구조설계
3. 진동 대용량 데이터 펌웨어 기반 실시간 처리장치 개발 및 적용
4. 진동 실시간 감시 모듈 분석화면 개발 및 적용
5. 국내 전력연구원 원격 감시 및 분석 지원 시스템의 현황
6. 결 론

4. 진동 실시간 감시 모듈 분석화면 개발 및 적용
김 연 환 책임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발전시스템그룹
younhwan.kim@kepco.co.kr

(1) 대표적인 진동 실시간 감시 모듈의 화면 구성
그림 10은 해외 발전소 가스터빈 회전체 진동 실시간 감시화면으로서 가스터
빈엔진, 압축기, 발전기, 여자기의 진동 데이터와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
시한다. 주요 운전정보는 화면 상단에 나타내고, 채널/센서/운전 관련 정보는 우
측 하단에 위치하며, 중앙부 상단은 설비 그림, 화면 중앙부 하단은 진동과 베어
링 금속온도 및 오일온도를 표시하는 바 플롯을 배치한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알람정보이다.

(2) 실시간 감시 분석화면 구성
진동 감시 및 분석용으로 추이 플롯, 시간 파형 플롯, 궤적/시간파형 플롯, 스
펙트럼 플롯, 워터폴 플롯, 보데 플롯, 폴라 플롯, 축 중심선 플롯, X vs Y 플롯,
테이믈 차트, 캐스케이드 플롯, 바 플롯, 보고서 플롯 등을 구현하여 세부 운전
데이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감시할 뿐 아니라, 이력 정밀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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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진동 실시간 감시 모듈의 바 플롯 화면

그림 11. 진동 실시간 감시 모듈의 궤적/시간파형 플롯 분석화면

그림 12. 진동 실시간 감시 모듈의 케스케이드 플롯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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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으며, 시간대별로 전체 베어링의 진동 현황을

지원 분석 지원 플랫폼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수용할 수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그림 11과 12는 진동 실시간

있는 기반 구조를 나타낸다.

감시 모듈의 대표적인 플롯 분석화면이다.
본 모듈은 원격지인 해외 발전설비 실시간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고,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용 모듈로써

5. 국내 전력연구원 원격 감시 및
분석 지원 시스템의 현황

진동 원 데이터를 기계학습 기반의 자동진단 엔진과 진
동 벡터 데이터와 운전 데이터를 다변수 조기경보 모델
기술로 원격지를 지원할 수 있다.

국내의 원격 지원 이력분석 지원 시스템은 해외 발전
소의 가스터빈의 진동 데이터와 운전 데이터를 정밀 분

(1) 가스터빈 진동 원격감시 및 이력분석 모듈

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은 주기성

가스터빈 원격지원 분석모듈도 원격지의 실시간 감시

대용량 원 데이터와 이벤트 발생 시점의 대용량 원 데

모듈과 같이 진동을 바 플롯, 스펙트럼 플롯, 궤적/시간

이터를 국내로 전송하고, 국내에서도 정밀분석이 가능

파형 플롯, 축 중심선 플롯, 워터폴 플롯, 보데 플롯, 폴

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국내 전문가가 지원하수 있

라 폴롯, 케스케이드 분석 플롯을 적용하여 상시 감시 및

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13은 원격지 발전설비 원격감시

이력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해외 발전소 현장 데이터 실시간 수집

발전소 데이터
처리/수집 시스템

OPC Server

Data Collector
(국외 데이터 수집기)

이력 서버 데이터

Network
Module

연계 API
TCP

TCP

해외 망 / 분리된 망
파일

Main Server
(시스템 서버)

Simulator Server

오프라인 및 기타 시스템 데이터 수집
연계 API

Data Collector
(전력연구원 수집기)

ProtoBuf
Server

표준화
Window 기반 Interface

Hadoop 기반 Interface

단기 데이터
(DBMS)

장기 데이터
(HDFS)

국내외 발전소 원격 모니터링

개발 중인 SW 시뮬레이션
•현장 데이터 활용
•프로그램 UI 최적화

빅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한
(R. MATLAB, 파이썬 등)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진단 알고리즘 신뢰성 검증
•정확도 체크
•실시간 디버깅 등

대용량 데이터 수집/관리

그림 13. 대용량 데이터 기반 원격지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분석 지원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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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동 조건의 폴라선도

(b) 정상운전 조건의 폴라선도(운전 허용영역 선도)

그림 14. 가스터빈 원격지원 진동이력 기반 폴라 플롯 분석화면

그림 14는 기동 시의 폴라선도와 허용영역 선도를, 그

실시간 운전 및 감시정보를 저장하고, 실시간 진단을

림 15는 보데선도를, 그리고 그림 16은 워터폴 플롯으로

통한 진단 감시, 진단 이력 분석, 예측지원 분석이 가능

써 원격지원 분석모듈에서 대표적으로 구현된 플롯 분석

한 시스템이다. 진동원 신호와 운전신호 분석을 통한 비

화면이다.

정상 상태를 자동진단하고, 설비의 운영/경제적인 부분
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17은 기계학습 기반

(2) 가스터빈 진동신호 기반

자동진단 엔진의 발전설비 이상상태 진단 프로세스를

이상상태 자동진단 기술

설명한다.

진동신호 기반 자동진단 모듈은 발전설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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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가스터빈 원격지원 진동이력 기반 보데플롯 분석화면

그림 16. 가스터빈 원격지원 진동이력 기반 워터폴플롯 분석화면

자동진단 모듈은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연산된 특성

다. 그림 18 및 그림 19는 원격지 가스터빈을 원격감시

인자를 기계학습 분류기로 입력변수로 전달하여 도출

지원이력 분석모듈의 자동진단 결과들로써 가스터빈에

된 데이터 분류기법별 기준 파라미터와 비교를 통해 실

서 러빙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시간 진동신호의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통계적으로
판별한 후 정상, 언밸런스, 러빙, 미스얼라인 및 오일 훨

(3) 해외 발전소 운전이력 다변수

등 회전체 베어링 상태에 대한 고장정보인 AP(Anomaly

상태 분석 모듈 구축

Probability, 고장 유형)를 자동으로 학습된 SVM 또는

국내 원격 지원 이력분석 모듈은 진동정밀분석뿐 아

FDA 분류기를 통하여 계산하고 상태를 자동 진단한

니라 발전소의 가스터빈 진동 데이터, 메탈온도,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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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 정보
처리 결과 DB
(자동진단)
신호처리

리샘플링

자동진단

특징 추출
시간 영역
형상 영역
주파수 영역

발전설비
•회전체 진동 신호

Class 1

전처리
•일정각 리샘플링
•특징 추출

결과

Class 2

진단
•학습정보 적용

결과
•Class, AI, AP
•예측결과

그림 17. 기계학습 기반 발전설비 자동 이상상태 진단 엔진 모듈의 프로세스

그림 18. 원격지 가스터빈 진동 기반 실시간 자동진단 모듈 화면

온도, 공기온도, 배가스온도, 유량 등 각종 운전정보를

할 수 있다.

사용하여 다변수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가스터빈, 압축
기, 연소기 등의 각 운전 이상상태 분석모델을 개발하

원격감시지원시스템에 구현된 운전이력 기반의 다변

고 고장 유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9와 같이

수 모델 기반 분석 기술은 AAKR 기반의 다변수 모델

이력운전 데이터를 적용한 상관관계 분석화면이다. 그

을 생성하고, 발전소 설비의 이상 유무를 분석하는 기

림 20에서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AAKR(Auto-

술로써 DA OPC 네트워킹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

Associated Kernel Regression) 다변수 기법으로 그림

되는 운전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조기경보시스템으로

21과 같이 연소기의 증기 유량의 추이모델을 생성하

적용할 수 있는 동일 기술이다.

고, 증기 유량 측정치가 다변수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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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원격지 가스터빈 진동 기반 자동진단 가시화 분석화면

그림 20. 원격지 가스터빈 운전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화면

그림 21. 원격지 가스터빈의 증기 유량 추이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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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AKR 다변수 모델 기반 원격지 가스터빈 상태 분석화면

그림 20은 실제 운전이력 데이터를 상관관계 분석을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통하여 다변수 기반 조기경보 분석모델을 생성하고, 원

인터넷 네트워크 능력 증대와 각종 IT 인프라가 국내외

격지 설비 상태를 실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한

적으로 구축되면서 해외 발전소의 중요 설비를 국내에

검증화면으로써 다변수 모델의 예측결과를 실제 운전치

서 원격지와 같은 수준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가 유사한 수준으로 추종하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운

되었다. 원격지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중장기적 시스템

전값이 예측치와의 잔차가 설정 범위를 벗어나 지속될

구축의 관련으로 진동신호처리장치 국산화, 실시간 감

경우 설비 상태가 변경되었거나 이상으로 판단한다.

시 기술 및 분석 기술, RTDB 플랫폼 기반 OPC 네트워
킹 기술,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술, AI 기반의 자동 진단
기술과 다변수조기경보모델 분석 기술 등 중요 기술을

6. 결 론

개발하였고, 원격지원시스템 등을 DA OPC 네트워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DCS 및 RTDB 기반으로 실증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1990년대 말 이후 필리핀의 말라야
발전소 인수를 시작으로 해외 발전소 운영 사업을 시작

최신의 진단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 기반에서 “Digitiza

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발전소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

tion”을 지향하고 있어 본 구현 기술들은 대용량 데이터

어 원격지 중요 설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단 기술을

의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 및 저지연 보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설비 신뢰성 있는

안 네트워킹 환경의 디지털 트윈 모델의 기반으로 운영

최신의 운영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감시, 진단 기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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