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발전소 운영 

모니터링, 에너지 혁신 장려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지휘센터(DIGITAL 

COMMAND CENTER) 개관 발표  

  

이 센터는 미국 최초의 올 디지털 유틸리티(All-Digital Utility)가 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기술 및 혁신(Clean Energy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뉴욕주의 뉴욕 전력청(NYPA) 목표 진전에 대한 투자의 최근 사례  

  

뉴욕 전력청(NYPA)과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 예측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발전 및 송전 시설의 잠재적 문제를 에측하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서로 협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화이트 플레인스(White Plains)에 소재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본사에서 새로운 최첨단 디지털 전력 자산 

모니터링과 진단 센터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는 청정 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주지사의 투자 일환이며, 더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전략의 주요 

이정표입니다. iSOC로 알려진 새로운 통합 스마트 운영 센터(Integrated Smart 

Operations Center, iSOC)는 잠재적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송전선 

네트워크와 뉴욕 전력청(NYPA) 발전(power generation) 자산의 성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센터는 또한 미국 최초의 올 디지털 공공 전력 유틸리티(all-digital 

public power utility)가 되기 위한 뉴욕주의 목표를 진전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최첨단 센터의 개관과 함께 저희는 뉴욕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돕는 보다 탄력 있고 안전하며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hub)는 뉴욕주를 혁신의 선두에 유지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의 보장을 도우며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대담한 투자를 통해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최첨단 센터는 뉴욕 전력청(NYPA) 발전소 16 개 및 1,400 회로 마일 이상 송전선의 

심각한 중단과 장비 고장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제너럴일렉트릭 디지털(General 

Electric Digital, GE digital)의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발전 및 송전 운영의 여러 측면을 모니터하기 위해 

제너럴일렉트릭(GE)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비상 

운영, 사이버보안,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운영, 정보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여 

향후 제너럴일렉트릭(GE)의 프리딕스(Predix)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추가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및 전선의 온라인 모니터링은 발전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예기치 않은 고장 시간(downtime)을 줄이며 유지비를 낮추고 운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 기술은 또한 뉴욕주 모든 전기의 절반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충당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길 요구하는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에 부합하기 위한 뉴욕 전력청(NYPA)의 지속적인 진전을 도울 

것입니다.  

  

에너지 금융(Energy and Finance)의 Richard L. Kauffman 뉴욕주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저렴하고 탄력적이며 배출량이 적은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유틸리티가 디지털 시대를 향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규모 수력 발전 

초기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했던 것처럼 뉴욕 전력청(NYPA)은 미국 최초의 디지털 

엔드 투 엔드(end-to-end) 유틸리티가 되기 위해 선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John R. Koelme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 전력청(NYPA)의 기념일이자 뉴욕주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디지털 전력 운영 센터는 더욱 효율적인 발전 및 송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영비를 절감하며 주 전역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발전 시설에서 뉴욕 전력청(NYPA)이 비용 효과적인 최적의 자산 관리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Gil C. Quiniones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의 배치는 미국 최초의 디지털 엔드 투 엔드 유틸리티가 되기 위한 뉴욕 

전력청(NYPA)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유틸리티 자산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자산을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는 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저희는 

실시간으로 똑똑하고 효율적인 운영 결정을 내리며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일렉트릭(GE) 디지털의 Bill Ruh 디지털금융최고책임자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 전력청(NYPA)이 전력 및 유틸리티 산업에서 디지털 변환을 

위한 길을 이끄는 동안 그들이 만든 이 굉장한 단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협력은 

가장 복잡한 운영 일부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어떻게 제너럴일렉트릭(GE) 



 

 

디지털 솔루션이 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완전히 통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저희의 

자산성과관리(Asset Performance Management)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뉴욕 

전력청(NYPA) 같은 기관이 통찰력을 행동으로 옮기고, 저렴하고 안전하며 접근 및 지속 

가능한 전력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2016년 12월, 퀸즈에 소재한 500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모니터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발전 및 수송 자산을 

모니터하기 위해 현재 이 시스템의 사용을 확장했습니다. 데이터는 장비에 내장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24,000 개 이상의 센터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되었습니다. 데이터 하이라이트는 12 개 이상의 데이터 

스크린이 극심한 편차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81 피트 규모의 비디오 월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 뉴욕 전력청(NYPA) 엔지니어는 발전소 운영 관리자와 함께 잠재적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올 디지털 플로어(all-digital floor)는 뉴욕 

전력청(NYPA)의 뉴욕 에너지 관리자(New York Energy Manager, NYEM)와 다음 세대의 

전기 그리드(electric grid)를 시뮬레이션, 발전, 배치, 및 통합하는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며 더 나아가 뉴욕주를 전기 그리드 연구 분야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해주는 최첨단 그리드 혁신 에너지 연구소(Advanced Grid Innovation Laboratory for 

Energy, AGILeacc)가 될 예정입니다.  

  

예측 분석 기술은 뉴욕 전력청(NYPA)이 만약 초기에 진단 및 파악되지 않았다면 더 

심각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 돕고 있었습니다. 장차 

통합 스마트 운영 센터(iSOC)는 수리 및 교체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비용의 전력 자산 중단을 방지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 자산 건강 센터(asset health center)는 또한 뉴욕 전력청(NYPA)이 더욱 비용 

효과적으로 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2020년 전략 계획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공간  

 

오늘 발표는 또한 뉴욕 전력청(NYPA)의 최첨단 그리드 혁신 에너지 연구소(AGILe) 

계획이 어떻게 학계, 정부 및 공동 연구와 스마트 그리드(smart-grid) 기술 발전에 

종사하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하는지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했습니다. 

Quiniones 사장과 뉴욕 전력청(NYPA) 직원은 또한 디지털 플로어와 올버니 두 곳 모두에 

있는 뉴욕 에너지 관리자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수천 개의 

뉴욕주 건물에 그들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통합 스마트 운영 센터(iSOC)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및 파트너십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유된 공동 작업 공간에서 뉴욕 전력청(NYPA)의 여러 부서를 통합합니다. 이 

플로어에는 또한 뉴욕 전력청(NYPA)의 비상 운영 센터, 전략팀 그리고 연구, 기술, 발전 

및 혁신 사무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불어 오픈 플랜(open plan)식의 작업 공간인 “혁신 

존(Innovation Zone)”은 엔지니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리더 그리고 고객이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동 작업하고 새로운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스마트 공간의 사진 및 동영상을 비롯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뉴욕 

전력청(NYPA)의 통합 스마트 운영 센터(Integrated Smart Operations Center)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하여 에너지 개혁 비전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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