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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시간기준 정비
(Time Based Maintenance)

가스터빈

2년

보일러

2년

증기터빈

4년

설비 진단시스템 및 진단기술 부재

정비주기에 따라 포괄적 계획정비

주기적 정비로 정비기간, 정비비 상승

설비 진단시스템 및 진단기술 부재

정비주기에 따라 포괄적 계획정비

주기적 정비로 정비기간, 정비비 상승



상태기반 정비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예측진단 체계 도입으로 기존 정비체계의 한계사항 극복

IT기반 진단시스템 비약적 발전

비정상설비만 단독(Point) 정비

정비기간 단축, 정비비용 감소

IT기반 진단시스템 비약적 발전

비정상설비만 단독(Point) 정비

정비기간 단축, 정비비용 감소



상태기반 정비 도입 대비 문제점 분석

문제점문제점

종합적인 시스템 활용도 떨어짐

설비감시 사각지대 발생

종합적인 시스템 활용도 떨어짐

설비감시 사각지대 발생

최적 정비시점 판단 곤란

고장 발생 전 예측정비 어려움

최적 정비시점 판단 곤란

고장 발생 전 예측정비 어려움

정상설비에 대해서도 점검 (과다정비)

정비기간 및 정비비용 증가

정상설비에 대해서도 점검 (과다정비)

정비기간 및 정비비용 증가

예측진단 및 분석 기술력 부족

사내 분석 전문가 부족

예측진단 및 분석 기술력 부족

사내 분석 전문가 부족

운영현황운영현황

단위 발전소 중심

시스템 운영

설비 성능, 조기경보, 

예측진단시스템 부족

제작사 권고주기 기준

계획정비 시행

경보확인 등 감시위주

설비운영



신뢰성 높은 예측진단 시스템(Tool) 구축

분산 설치된 IT 기반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

진단 전문가 확보 및 통합 진단체계 마련

상태기반 정비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기본방향



추진 체계도

정비시기 정비범위
정비기간

통합 감시센터
(PMDC)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

예측경보시스템(EWS)

성능감시 및 전문가 시스템

정비관리시스템

신뢰도 중심 정비(RCM)

위험도 기반 정비(RBM)

IT 기반 시스템 고도화

설비 신뢰도지수 시스템

고장원인 분석시스템

전동기 상태감시시스템

제도보완 및 진단인력 확보

조직및인력운영기준수립

예측진단정비기준수립

운영프로세스지침화

설비관리시스템 (GENi)



운전정보시스템(Plant Information)

업무특성에 맞춘 독창적 모니터링 화면 구성  업무효율성 향상

최신 데이터 압축기술  수십 배의 데이터 저장, 실시간 모니터링

※ 매년 PI 시스템 경진대회를 통하여 창의적 화면개발 유도

데이터 공유기능 향상으로 타 시스템과의 호환성 우수

시스템 개요시스템 개요

시스템 솔루션 : PI

정보 Flow
- 현장계기DCSPI응용 시스템

설치대상 : 하동, 신인천, 부산, 남제주

11 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PI) 구축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PI) 구축

추 진
일 정
추 진
일 정

운전정보
시스템

설치 착수

’10.7

하동,  신인천
부산 시범운영

’12.9

남제주
종합준공

’12.12’11.6

Data 
연계시험



성능감시시스템

초고압송전선
(345) Kv

변압기 발전기

증기

보일러

굴뚝
(150M)

전기
집진기

복수기

급수펌프
물처리설비

배수로

취수로

하역설비

저탄장

회사장

유인
통풍기

터빈

탈황설비

미분기

비회저장조 정제공장

발전 계통

급수계통 성능
공기예열기 성능

보일러 성능

보일러 열흡수율

복수계통 성능

터빈계통 성능

시스템 특성시스템 특성

설비별 성능상태 실시간 감시

성능계산 신뢰성 확보

성능전문가시스템 기초정보 제공

시스템 개요시스템 개요

시스템 솔루션
- 기력 : e-OASIS(전력연구원)
- 복합 : EtaPRO (General Physics)

대상 : 하동, 신인천, 부산, 남제주

22 성능감시시스템 구축성능감시시스템 구축

추 진
일 정
추 진
일 정

성능감시
하동#1 착수

’11.7

하동#1
시범운영

’11.12

하동,부산
설치완료

’12.7

준공

’12.12

개념/기본설계



Live Data – “Actual”

ex ) 콘덴서 성능저하 케이스

-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성능저하

- 복수기 튜브 스케일에 의한 성능저하

- 복수기 튜브 누설에 의한 성능저하 등

Performance Degradation 
Case Simulating

 실제운전데이터와성능저하케이스들을실시간으로비교하여유사한패턴검색

 정상운전상태에서 성능모델링

 성능저하 케이스를 만들어 DB에 저장

Actual

성능저하

Reference
Data

Similarity Based Modeling

Data Base

Performance 
Modeling

Reference Data

33 성능전문가시스템 개발성능전문가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요시스템 개요

시스템 솔루션 : e-OASIS 연계

설치대상 : 하동화력



44 예측경보시스템(EWS) 도입예측경보시스템(EWS) 도입

중대고장 발생 전 예측경보를 통한 사전 정비수행

단계적 구축단계적 구축

신인천신인천 하동하동 영월영월

예측모델 개발예측모델 개발

설비별 정상상태 학습 및 경보설정

시범운영 후 전 발전소 확대적용

Smart Signal - Early Detection
Monitors all signals simultaneously

Smart Signal - Early Detection
Monitors all signals simultaneously

예측경보를 발생시킨 Element Tag 정보, Historical Trend 제공

실시간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상패턴을 벗어난 설비 예측경보 발생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를 위한 대처기간 제공

추 진
일 정
추 진
일 정

예측경보
시스템

개념/기본설계

’10.12

하동 #1,2/신인천#3B
시범운영

’12.7

준공

’12.12’11.7

하동#1 착수

설비별 정상상태 기준 구축

- 출력,온도,Flow, 압력 등 개별변수의
운전 Data로 정상상태 기준 작성

학습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예측경보시스템 개요예측경보시스템 개요

 시스템 솔루션 : EPI Center

 제작사 : Smart Signal社



55 타 IT 기반 시스템과 통합연계타 IT 기반 시스템과 통합연계

풍력 통합 감시시스템

회전자진동상태감시

발전기고장예측및분석

중앙집중식통합감시기능

연소관리시스템

예측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분산된 기존 IT기반 시스템과 연계 추진

전기설비 상태 감시시스템

전동기 전기, 기계적 상태감시 / 차단기 상태감시

고압 전동기 상태 감시

고압 차단기반 통합감시

저열량탄 연소에 따른 연소상태 분석

운전상황 비교 분석, 실시간 연소성능 진단

비정상 설비 조기발견

진동 감시시스템

터빈, 발전기 등 실시간 진동감시

우선 순위별(Priority) 경보기능

진동 원인별 분석 및 조치방안 제시



운전 경제성(Profit)모델 개발

기준값 현재값
열소비율 분담률 (%) 운전손실 비용 (원/시간)

-0.2      -0.1      0       0.1       0.2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C1 MAIN STEAM PRESSURE 251 248

C2 MAIN STEAM TEMPERATURE 541 537

C3 R/H STEAM PRESSURE DROP 1.0 1.2

C4 R/H STEAM TEMPERATURE 541 538

C5 TBN EXHAUST PRESSURE 722 724

합 계

66 기타 운영프로그램 개발기타 운영프로그램 개발



FUCOMs ↔ 성능감시시스템 정보연계



※  성능 기대값 도출 / 성능저하 원인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  복합화력(GT, ST) 실시간 공급능력 예측프로그램 개발

복합화력 성능 시뮬레이터 구축



초고압송전선
(345) Kv

변압기 발전기

증기

보일러

굴뚝
(150M)

전기
집진기

복수기

급수펌프
물처리설비

배수로

취수로

하역설비

저탄장

회사장

유인
통풍기

터빈

탈황설비

미분기

비회저장조 정제공장

 효율향상 운전 유도

 효율값, 손실값 표시

 효율저하 확인

 탄종별 과잉공기량 기준에 따라 최고 효율 운전정보 제시

 과잉 공기량 최적기준 설정 (E/A↑ → 건배기가스 손실 ↑→ 미연손실 ↓)

 탄종 특성, 과잉공기량, 건배기가스 손실 등 상관관계 DB 구축

최고 효율 운전 Guide 개발



총괄 감시화면 개발



성능감시시스템에 예측기능 구현 (예측경보시스템 통합연계)

E-mail 기능 융합으로 관리자-시스템간 실시간 진단체계 구현

BLR Tube Stress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 설치 - 기동/정지시 최적운전

Critical  운전변수감시화면개발-모니터링기능강화

지능형 예측경보시스템 개발

IT 융합 운전정보시스템 개발



전문요원을 통한 전 발전소 감시 및 예측진단

통합감시센터 구성도

신인천신인천 하동하동 부산부산 남제주남제주 영월영월

성능관리

운전정보

조기정보
성능관리

운전정보

조기정보
성능관리

운전정보

성능관리

운전정보

운전정보
조기정보

설비신뢰도 제고

77 통합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통합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PMDC

남부발전 전용선망

신뢰도지수 신뢰도지수





※ 미국 Entergy Bench Mark

재해유발 : 화재,폭발, 위험물질 유출 등 인적/물적 대형사고

환경위험요소: 환경관련법규/합의위반을초래하는고장

[감시대상]

생산지장: 설비가동률, 이용률, 효율의감소를초래하는고장

Profit 지장:  수입과비용에큰영향을초래하는고장, 사고

Trip Analysis (고장발생 전후 분석, 고장사례 분석 및 전파)

Ops Monitoring (예측진단, 기동상황, 출력/성능저하-Cross Check)

[Mission]

Performance Analysis (성능저하 원인분석/성능시험
중앙제어실

PMDC



2013.  1 통합감시센터 개소

2014.  12 IT 기반 시스템과 통합연계

2015.  1 통합 감시센터 본격운영 개시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