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Vol. 26, No. 3, June 2016

246 | 유정원·장재열·유재영·김성신

1. 서  론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는, 유독한 배기가스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 중에 하나이다[1]. 최근 증가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발전설비의 용량과 구조는 

더욱더 크고 복잡해지고 있다. 화력발전소와 같이 규모가 큰 산업공정에서, 온라인모니터링과 

고장진단은 발전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유용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2]. 고장(Fault)이란, 

대상시스템의 다양한 모니터링변수(ex. 압력, 온도, 유량, etc.)들 중에서, 단 하나의 변수라도 

정상동작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정의된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창호관제시스템, 비동기 카운터, 

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고장탐지 및 진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3-6]. 고장은 

시스템의 예기치 못한 기능변화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서 요구되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변수들의 복잡한 패턴을 분석하여 발전소의 동작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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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력발전소의 설비들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의 환경에서 운전되므로, 설비고장은 상당한 인적·물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발전설비의 비정상정인 동작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고장탐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증기보일러의 고장탐지를 위해서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MD)를 이용하였다. 
MD 기반의 고장탐지방법에서는, 비정상샘플은 정상샘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정상상태로 동작중인 
대상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다변량 샘플을 이용하여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계산하고, MD값의 문턱값을 설정한다. 
검증단계에서는, 평균벡터와 검증샘플들 간의 MD를 구한 후, 계산된 MD 값이 미리 설정된 문턱값보다 높으면 알람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MD 기반의 고장탐지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MW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증기보일러 튜브누설로 
인해서 발전정지 된 사례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MD 기반의 고장탐지기법이 발전정지가 발생하기 이전의 이상징후를 
성공적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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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rmal power plant (TPP) equipment is operated under very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failures of the equipment give 
rise to severe losses of life and property. To prevent the losses, fault detection method is, therefore, absolutely necessary to identify 
abnormal operating conditions of the equipment in advance. In this paper, we present Mahalanobis distance (MD) based fault 
detection method for steam boiler tube in TPP. In the MD-based method, it is supposed that abnormal data samples are far away 
from normal samples. Using multivariate samples collected from normal target system, mean vector and covariance matrix are 
calculated and threshold value of MD is decided. In a test phase, after calculating the MDs between the mean vector and test samples, 
alarm signals occur if the MDs exceed the predefined threshold.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a failure case due to boiler tube 
leakage in 200MW TPP is employ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esented method can perform early detection of boiler 
tube leakage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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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 고장발생 초기단계에 그것을 식별하여 발전운전원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고장탐지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발전소에 구축된 분산제어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 DCS)에 의해서 매우 방대한 운전이력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 데이터는 설비건강정보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 적절히 분석되어야 

한다. 현재 통계적 방법 또는 머신러닝과 같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발전소 고장탐지·진단을 위해서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10].

그림 1.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발전설비의 연간 비
계획정지 건수[11].

Fig. 1. The numbe   r of power plants' unplanned shutdowns in the years 2006-
2015 in South Korea [11].

화력발전소의 주요설비들(ex. 증기보일러, 증기터빈, 발전기, 

etc.)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의 환경에서 운전된다. 예를 들어 

200 MW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기터빈의 정격속도는 약 3600rpm

이고, 발전기전압은 약 20kV이며, 증기보일러에서 생산되어 

터빈으로 공급되는 주증기 압력과 온도는 약 169.8kg/cm2과 

538oC이다. 이처럼 주요발전설비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운전되므로, 시스템의 고장은 상당한 인적·물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1은 발전 6사 및 민간 발전사를 포함한 발전설비의 

연간 비계획정지 건수통계이다[11]. 그림 1에서의 비계획정지는, 

전력설비 정지관리기준의 발전설비 불시정지에 해당한다. 

연간 비계획정지 건수는 2010년에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 113

건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는 166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발전설비의 고장건수는 발전설비용량 증가, 설비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증기보일러의 고장탐지를 위한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MD) 기반 방법을 

제안한다. 여러 가지 거리측정(ex. Euclidean distance, etc.)을 

위한 방법들 중에서 MD가 사용된 이유는, MD가 변수간 공분산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하여 거리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MD를 이용한 고장탐지기법은, 고장샘플이 

정상샘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며, 다변량샘플을 

단변량으로 변환하여 고장탐지를 수행한다. 정상상태로 동작중인 

대상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학습샘플들을 이용하여 MD계산을 

위한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계산한다. 고장발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MD의 문턱값은 백분위수를 이용하여 설정된다. 

검증단계에서는, 새로운 검증샘플과 평균벡터간의 MD를 구한 

후, 그 값이 미리 정의된 문턱값 보다 높으면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MD기반의 고장탐지기법은, 대상시스템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 없고, 오직 과거의 운전이력데이터만을 필요로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단계에서 정상시스템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 만을 계산하면 되므로 구현이 

간편하고, 온라인 모드로 동작 시 계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MD기반 고장탐지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MW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기보일러의 튜브누설로 인해서 

비계획정지가 발생된 사례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비계획정지 직전의 고장을 성공적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MD를 이용한 

고장탐지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대상시스템인 

200MW 유연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고, 4

장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2.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고장탐지

정상상태로 운전 중인 대상시스템으로부터 개의 차원 다변량 

샘플 , 이 수집되었다고 

가정하자. 즉, 정상샘플들로 구성된 학습데이터 행렬 는 아래와 

같이 준비된다.

  (1)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행렬 의 각 

성분들에 아래와 같이 Z 스코어 표준화과정[12]을 적용한다.

  (2)

여기서 와 는 각각 표준화 적용 전과 후의 행렬 의 

번째 행 번째 열의 성분이고, 와 는 각각 행렬 의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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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벡터 성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준화 과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표준화 과정을 적용한 후, 평균벡터 의 번째 성분 와 

공분산행렬 의 번째 행 번째 열의 성분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

   (4)

임의의 샘플 와 간의 M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13].

  (5)

MD의 문턱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개의 정상샘플 , 

를 이용하여 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사전지식에 의해서 계산된 의 99번째 백분위수를 MD의 

문턱값 으로 설정하였다. 검증단계에서는, 샘플의 MD 값이 

미리 정의된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즉, 인 

경우에 알람신호가 생성된다. 그림 2는 MD를 이용한 고장탐지 

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2.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고장탐지 절차.
Fig. 2. Mahalanobis distance based fault detection procedures.

3. 대상시스템: 200MW 유연탄 화력발전소

유연탄 화력발전소에서는,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을 연소시켜 

얻어진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증기로 변환시킨 후, 생성된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 대상시스템인 

증기보일러의 간략화된 계통도는 그림 3과 같다. 증기보일러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보일러는 카르노사이클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열역학 

증기사이클인 랭킨사이클을 따른다 [14]. 증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로, 풍부한 물로부터 발생시킬 수 있으며, 

발전설비의 재료와 크게 반응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요구되는 

온도에 안정적이다 [15]. 보일러급수는 터빈으로부터의 추기에 의한, 

직렬로 배치된 급수가열기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한 절탄기에 

의해서 예열된 후 드럼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예열과정은 발전소 

계통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드럼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증기로 

변환될 물을 공급하며, 증발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임시 저장한다. 

증발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화증기는 약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열기는 포화증기를 고온고압의 순도가 높은 과열증기로 

만들어 터빈으로 공급한다. 

그림 3.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기보일러의 간략화된 계통도.
Fig. 3. Simplified schematic diagram of steam boiler in thermal power plant.

3.1 보일러 튜브 누설

보일러 내부의 튜브 고장은 소리 또는 물을 운반하는 튜브의 

고장을 나타내는 보충수 증가 또는 재열기와 과열기 튜브고장에 

의한 과열기와 재열기의 드래프트 증가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다 

[16]. 튜브 고장은 스케일링, 수벽의 부식 및 균열, 화벽의 부식 및 

침식, 과열과 크리프에 의한 응력파괴, 진동 및 열 피로에 의한 균열, 

용접부 결함 등의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17]. 튜브의 아주 작은 

구멍에 의한 누출은 일반적으로 급수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여분 

때문에 용인될 수 있으며, 해당 결함은 계획 정지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로 보일러가 계속 가동될 경우, 결국 

다량의 가압된 유체가 유출되어 근처의 튜브에도 상당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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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험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 튜브누설로 인해 비계획정지가 발생했던 

사례에 MD기반의 고장탐지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한다. 해당 

사례는 200MW 유연탄 화력발전소 DCS의 DB로부터 수집되었고, 

전문가에 의해서 13개의 모니터링 변수가 튜브누설 탐지를 위해 

선택되었다. 각 샘플들은 5분 간격으로 기록되었으며, 총 4045개의 

샘플들 중에서, 2880개의 샘플이 학습샘플로 사용되고, 나머지 

1165개의 샘플은 검증샘플로 사용된다. 학습샘플들은 평균벡터과 

공분산행렬의 계산, 문턱값 설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검증샘플을 

고장탐지기법의 성능검증을 위해서 사용된다. 표 1은 보일러 튜브 

누설을 탐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지식에 의해서 선택된 13개의 

변수이다.

표 1. 보일러 튜브 누설을 탐지하기 위한 
13개의 모니터링 변수

Table 1. Summary of 13 monitored variables 
for leakage detection of boiler tubes.

Description Unit

Χ1 Generator output MW

Χ2 Steam flow t/h

Χ3 Main steam pressure kg/cm2

Χ4 Main steam temperature oC

Χ5 Reheater pressure kg/cm2

Χ6 Reheater temperature oC

Χ7 Furnace pressure kg/cm2

Χ8 Drum level m

Χ9 Condenser pressure kg/cm2

Χ10 Condenser make-up flow t/h

Χ11 Feedwater flow t/h

Χ12 Fuel supply t/h

Χ13 Air supply m3/h

그림 4. 학습샘플들의 MD값의 분포.
Fig. 4. Distribution of MD values of training samples.

그림 4는 학습샘플들과 평균벡터간의 , 

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 빨간색 굵은 곡선은 히스토그램을 

커널 평활화한 선이고, 빨간색 세로 점선은 의 99번째 

백분위수이며, 그 값은 6.9787이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산된 의 분포는 오른쪽 꼬리가 더 긴 형태이고, 좌우 

비대칭이다.

그림 5는 검증샘플들에 대해서 계산된 MD 값과 발생된 

알람신호를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보일러 튜브누설로 인해 

발전정지 된 시점은 굵은 빨간색 세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학습샘플들에 의해서 계산된 문턱값 는 빨간색 가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상시스템이 정상일 경우, MD 값은 

문턱값 보다 작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턱값 보다 높다. 그림 

5의 (b)에서 몇 번의 지속성 없는 알람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알람은 실제 DCS에 적용될 경우, 거짓알람으로 간주되어 

그림 5. 검증샘플에 대한 고장탐지 결과: 

(a) MD 값 (b) 알람신호.
Fig. 5. Results of fault detection for test samples: (a) MD value (b) Alarm signal.

그림 6. 그림 5의 고장구간 1을 확대한 그림:
(a) MD 값 (b) 알람신호.

Fig. 6. Enlargement of fault region 1 in Fig. 5:(a) MD value (b) Alarm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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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처리 된다. 알람신호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장구간(Fault 

region)은 투명한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을 

확대한 그림은 각각 그림 6과 7이다. 첫 번째 고장구간은, 

발전정지가 발생하기 약 66시간전에 해당하고, 약 3시간동안 

알람신호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두 번째 고장구간에서는, 

발전정지 바로 직전에 약 30분 동안 MD 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알람신호가 발생하였다.

그림 8과 9는 그림 5의 고장구간 1과 2에 해당하는 고장샘플들을 

각각 2차원 공간에서 보여준다. 그림 8과 9에서, 검은색 원은 

학습샘플들을 나타내고, 빨간색 원은 고장구간의 고장샘플에 

해당한다. 그림 8로부터, 고장구간 1은 증기유량이 정상적인 

범위(570-640t/h)보다 높아서 알람신호가 발생한 구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복수기 보충수 유량이 급증하여 알람신호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장구간 2는 잠재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전징후구간에 해당한다.

4.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화력발전소 증기보일러 튜브누설을 탐지하기 

위해서 MD 기반의 고장탐지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상샘플을 

이용하여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계산하고, 고장발생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문턱값을 설정하였다. 검증단계에서는, 새로운 

샘플과 평균벡터간의 MD를 계산한 후, 그 값이 미리 계산된 

문턱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고장이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알람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사용된 방법은 구현이 간단하고, 온라인 모드로 

동작 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센서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도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성능검증을 

위해서, 200MW 유연탄 화력발전소에서 수집된, 보일러 튜브누설로 

인해서 발전정지 된 사례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MD 기반의 

고장탐지기법이 비계획정지가 발생하기 직전의 이상징후를 

성공적으로 사전탐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 모니터링 절차 중에서, 고장탐지단계만을 

고려하였다. 향후과제는 고장과 관련된 변수를 식별하거나 

고장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안된 방법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발전정지사례를 수집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실제 DCS에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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