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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실시간으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화력발 소의 기동 
 정지시의 각종 운  조작 시 스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진
행된다. 그러나 발 엔지니어들은 모든 시 스가 정확하게 진행
되는지의 여부에 한 감시와 단을 백업(back-up)으로 진행하
며 동시에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기기들에 해서는 기에 
기기조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모두 제 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긴장을 요하는 태스크이다. 본 논문은 발
소 기동 시 모든 기기 조작들이 기동 시퀜스에 따라 정확히 진
행되는지의 여부를 지속 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발
 엔지니어들에게 편리하게 요약하여 제공하기 한 지능시스
템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1. 서    론

  화력발 소를 기동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기기조작들이 병행해
서 수동 는 자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기기 조작 시에는 
조작 에 만족되어져야 할 선행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졌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 조작 후에도 기기의 조작이 정
상 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하여야 한다. 특히 비정상
으로 진행된 기기조작이나 필요한 조작이 락되었을 경우 이
를 즉시 발견하여 보다 큰 고장이나 사고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
하기 해서는 발  엔지니어들에게 체 인 운 진행 상황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비정상 인 상황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발 소 기동 시 모든 기기조작들
이 기동 시퀜스에 따라 정상 으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
기 한 지능시스템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지능시스
템은 P- OASIS(Power Plant Operation Assessment and 
Support Intelligent System)라 명명하 다. 발 소 체 운 상
황의 감시를 담당하는 Central Operating State MOnitoring 
System (COSMOS )과 각 부속시스템들의 운 상황 감시를 담
당하는 Subsystem Intelligent MONitoring System (SIMONS)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 태안 화력 1, 2호기 주 수 계통에의 
용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본    론

2.1 감시를 위한 실시간 운전 데이터 취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운 데이터를 수집하기 하여 서부발
 계측 제어 의 조를 받아 태안화력 장에 본 연구를 
한 데이터 수집서버를 설치하 다.
  재 태안 화력발 소는 ABB사의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를 통하여 운 되고 있다. Osisoft사의 PI 시스템은 
PI-Interface Node를 통하여 DCS로부터 발 소 운용 반에 
한 데이터를 취득하여 PI-Server에서 이를 장하고 리하고 
있다. 이를 하여 PI-Server와 PI-Interface Node 내에 Tag를 
생성하여 발 소의 운용 라메타와 계측 값들을 장한다. 그림 
1에 RAW 데이터 취득을 한 Plant Information System과의 
연계 시스템 구성도를 보 다.
  PI-Clients tools는 COM(Component Object Model)을 기 로 
하여 PI-SDK(Standard Development Kit)와 PI-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하여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
서의 응용 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그림 1.  RAW 데이터 취득을 위한 Plant Information 
System 과의 연계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PI-Server와 Clients 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상기 도구들을 활용하여 Visual C++로 PI- 
Client를 개발하 으며  PI-Server가 수집된 데이터를 Tag 질의
를 통하여 내려 받고 이를 별도의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 장하여 지능 시스템이 활용하도록 하
다. PI-Server를 통한 데이터 취득  처리의 흐름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데이터 취득 및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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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OASIS의 구성 및 역할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발 소 안정운 지원 기반 기술을 활용
하여 구 하려는 prototype 지능시스템은 P-OASIS로 명명하
다. P-OASIS는 다시 세부 으로 발 소 체 운  상황을 감시
하는 COSMOS와 각 부속시스템들을 감시하는 SIMONS로 구성
한다. 이는 복잡한 발 소 각 부속시스템들의 수많은 계측 값들
의 정확성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요한 기기 조작신호나 
trip 신호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며 출력변동 특히 기동 정지 
시 기기 조작 시 스가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는지의 여부  모
든 부속 시스템들이 정상 으로 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
하는 태스크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해야 하는 방 한 작업
(Task)을 체계 인 계층구조로 분산처리하기 함이다. 
  발 소 체 운  상황을 감시하고 장하는 앙감시시스템 
COSMOS는 신뢰성 제고를 해 추가로 1개의 Back-Up 시스템
을 구비하며 각 서 시스템  주요 기기들을 장하는 다수의 
로컬감시시스템 SIMONS들과는 체 으로 2계층 분산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스템  로컬시스템으로 
BFP System을 선정하 으며 여타 부속 시스템으로의 확장 용
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로 구성하도록 한다. COSMOS와 
SIMONS는 각각 문화된 지능시스템으로 구 하며 체 구성
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Power Plant Operation Assessment and 
Support Intelligent System (P-OASIS) 구성 및 기능

2.3 COSMOS의 구조 및 역할  

  COSMOS는 모든 SIMONS들을 원격으로 기동하고 동시에 각
자 담당한 태스크를 시작하도록 작업시작 지시를 내린다. 원격기
동의 목 은 다수의 SIMONS들을 편리하게 동시에 기동하기 
함이다. 한 발 소의 운 감시를 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의 
일 성(consistency) 유지를 해 운 감시에 필요한 모든 지식
은 COSMOS의 리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리하고 각 
SIMONS에 필요한 지식별로 구분하여 각 SIMONS가 원격으로 
기동되어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요구하는 로 해당 지식과 정
보를 다운로드 시켜 다.
  COSMOS에서 행해지는 모든 태스크들의 리는 Total Task 
Management Agent에 의해 이루어지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각 
부속시스템들의 운 상황을 감시하여 보고하는 다수의 SIMONS
들에게 체의 운 상황을 주기 으로 로드캐스트(Broadcast)
하여 알려주고 이들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해당 태스크 담당 
에이 트에게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에 COSMOS내
에 생성되는 에이 트들을 나타내었다.

그림 5. Central Operating State MOnitoring System 
(COSMOS)의 구성도

2.4 각 부속시스템들의 운전상황 감시를 위한 SIMONS의 구성

  SIMONS들은 다시 내부 으로 다수의 에이 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에이 트들은 각자 자기가 담당한 임무를 처리하기 
해 추론 능력을 가지며 필요한 지식베이스를 구성한다.
  SIMON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이 트와 SIMONS에서 수행
하는 각 태스크들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에이 트들과 이들 에이
트들을 총  리하고 체 인 정보의 흐름을 장하는 Task 
Management 에이 트와 그 외에 다수의 에이 트들을 포함하고 
이들 에이 트들이 공통 는 독자 으로 사용하는 지식베이스 
외에도 이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도 포함한다. 그
림 6에 SIMONS내에 생성되는 에이 트들을 나타내었다.

그림 6.  Subsystem Intelligent MONitoring System 
(SIMONS) 의 구성도

2.5 기동 정지 Sequence Monitoring을 위한 추론기술 연구

  기동정지 Sequence의 정상 인 진행 여부의 Monitoring을 
하여 먼  발 소 체의 재 운 상태를 악한다. 주어진 시
각에 발 소는 그림 7의 발 소 운 상태천이도(Operating State 
Transition Diagram)에 나타낸 어느 한 상태(Node)나 과정(Arc)
에 속해있게 된다. 운 상태의 단을 하여 발 소의 재 
출력, 주증기 온도, 주증기 압력, Feed Water Flow와 같은 데이
터를 이용하고 이러한 데이터 값들을 활용하여 Fact들을 Assert 
한다. Fact들이 Assert 되면 해당 Fact들을 제 조건으로 하는 
규칙들이 집행된다.

그림 7. P/P Operating State Transition Diagram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 소의 안정운 을 지원하기 해 필요한 수많은 태
스크들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해 나가기 한 계통구조의 지능형 멀티에
이 트 시스템의 구성과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발 소의 운   
데이터들의 취득 방법에 하여 기술하 다. 재 지능시스템 개발  
특히 복잡한 기동정지 시퀜스가 제 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기
에 편리한 자료 구조로서 ESMG(Event Sequence Monitoring Graph)를  
개발 에 있으며 발 소 체의 운 상태를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와 주요 기기들의 신뢰도 산정 기술 개발을 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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