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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거래소는 력IT 국가 략과제  하나인 한국
형 에 지 리 시스템(Korean Energy Management System)개
발[1]의 총 을 담당하고 있으며, KEMS의 각 개발단계인 
Baseline, Prototype, Fullscale에서의 단 , 실증, 통합 등의 모든 
시험을 주 한다. KEMS는 세부 5개 과제의 여러 산학연 기 들
이 참여하는 규모 로젝트로 통합된 시스템의 시험 리가 매
우 요하다. 력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통합시험 리시스템
(Total Project Administration System)은 KEMS의 이러한 통합
된 시험 리를 웹에서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시험 진행 
 발생되는 Variance를 발행하고, 그에 한 보완계획을 입력하
고 해결여부를 추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 버  2.0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TOPAS시스템과 
KEMS개발에서의 시험 리 방법 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서    론

  력거래소는 우리나라 력시장과 력계통 운 을 담당하는 
기 으로 정부의 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2001년 4월 한
국 력공사에서 분리, 설립된 지경부 산하 기 이다. 재 앙

소와 후비 소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에 지 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 하고 있으나, 력IT 국가
략과제로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
(KEMS)을 개발 에 있다. 한 KDN, LS산 , 기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기 들  학 연구소들과 함께 SCADA/DB, 
AGC/ED, 계통해석기능  원모의훈련기능 등의 과제로 나
어진 어 리 이션들을 담당하여 Baseline, Prototype, 
Fullscale의 단계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EMS는 력계
통 운 의 모든 핵심기술과 고 기능들이 응집된 시스템으로 개
발기간 총 5년  재 4차년도에 해당되며, Prototype기능을 시
험 에 있다. 통합시험 리시스템(TOPAS)은 세부과제로 나뉘
어진 이러한 큰 규모 로젝트의 시험 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리 로그램이다. 각 세부
과제별로 개발자들은 기능시험에서 발생된 문제 (Varinance)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고, 조건에 맞는 조회와 내
용수정을 할 수 있다. 시험을 통합, 리하는 력거래소의 리
자는 이러한 Varinace들의 내용을 취합하고 통계를 내며, 미해결
된 Varinace를 추 하여 시험  발생된 문제가 정해진 기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리를 한다. 재 기능개발이 끝난 
Baseline단계에서는 TOPAS 1.0을 사용하여 시험 리를 진행하
으나, Prototype단계에서부터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새로 반
된 TOPAS 2.0을 기반으로 시험 리가 진행된다. 본론에서는 각 
시스템의 기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효과 인 KEMS의 시험
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2. 본    론

  2.1 KEMS의 시험관리
  K-EMS 개발사업은 크게 5가지의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 
개발회사들과 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세부과제와 
많은 개발  연구원들이 함께하는 로젝트의 특성상, 각 개발 단계별
로 통합된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의 결과와 불만족사항(Variance) 등에 
한 체계 인 리가 필요하고, 시험결과에 해서 종합 인 리와 통

계, 조회, 처리 등의 기능을 체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이 요구되었다. 
 특히, K-EMS는 신규로 개발되는 국책과제로 개발과정 에 수많은 
수정  변경 등의 개선작업이 수반되고, EMS의 특성상 여러 어 리
이션, 데이터베이스, Display 화면 등과 련된 각종 이력사항들이 유기

으로 리된다. 각 세부과제로 나뉘어진 개발기 에서 동시다발 인 
시험이 진행되고 불만족사항들이 발생할 때에 지속 인 시험을 진행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신규사업인  
K-EMS는 완벽한 로젝트 리를 하여 통합시험 리 시스템인 
TOPAS(Total Project Administration System)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
고, 이 시스템의 효율 인 사용이 곧 로젝트 성공의 큰 바탕이 된다.
 K-EMS의 개발 단계는 크게 그림 1[2]과 같이 크게 Baseline, 
Prototype, FullScale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단 , 통합, 
실증시험이 진행된다. 단 시험은 각 세부기능단 별로 진행되는 시험이
고, 통합시험은 하나의 과제 내에서의 통합시험을 의미하며, 실증시험은 
체과제가 통합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다.

<그림 1> K-EMS의 개발단계별 시험내역
  
 이러한 K-EMS의 각 시험이 진행되는 과제별 어 리 이션의 내용은 
아래의 그림 2[3]와 같다.

<그림 2> K-EMS의 각 세부과제별 어플리케이션 내역

 력거래소는 이러한 목 의 효과 인 시험 리를 하여 2007년에 
TOPAS 기버 을 개발하여 Baseline 단계의 시험에 사용하 으나, 실
사용시 추가되는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2009년 Prototype시험부
터는 새로 TOPAS 2.0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 에서는 기 
TOPAS 시스템에 한 소개와 개선된 TOPAS 2.0 시스템에 하여 간
략히 살펴본다. 

  2.2 TOPAS 1.0 시스템
  2007년 기 개발된 TOPAS 1.0 시스템은 시험결과의 불만족사항들
을 발행하고 리하는 것 외에도 기술규격서를 등록하고 시험 차서를 
등록해 이들의 번호를 연동시켜서 시험 리를 하는 형태를 취했다. 
 화면은 크게 시험 리 화면과 환경설정 나뉘어서 Variance를 발행, 조
회, 합격처리를 수행하고 한 보고서를 출력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다. 기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하여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었으나 과제
마다 자주 업데이트되는 시험 차서로 인한 Variance입력의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고, 사용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데이터의 조회와 추출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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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못하 다. 기 제작된 TOPAS 시스템의 기화면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TOPAS 1.0 시스템의 초기화면

  2.3 TOPAS 2.0 시스템
  2009년 Prototype단계에서부터는 기존 TOPAS 시스템에서의 기능개
선 요구사항에 의하여 TOPAS 2.0 시스템을 력거래소에서 자체 개발
하게 되었다. 

  2.3.1 구성
  먼  TOPAS 2.0 시스템의 구성도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기존 
TOPAS 서버를 그 로 재사용하 다.

<그림 4> TOPAS 2.0 시스템의 구성도

 Window 2003 서버에 IIS웹서버를 사용하고, MS-SQL 서버 2000을 
DBMS로 사용하 다. ASP로 개발된 웹서버는 어디서든지 손쉽게 속
이 가능하고 시험진행시 실시간으로 입력  조회, 수정이 가능하다. 

  2.3.2 기능 및 화면구성
  TOPAS 2.0시스템의 기화면은 그림 5와 같이 기존시스템과는 달리 
사용자가 가장 빈번히 조회하고 사용하는 기능들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TOPAS 2.0의 초기화면

  먼  상단에 과제별로 발생된 Variance의 통계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일 발생된 Variance나 특정일에 발행된 Variance를 조건을 주어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 해결된 Variance가 바로 표시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각 Variance마다 상세보기와 로그보기 기능이 있어서 손쉽게 수
정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상세보기화면과 시간 별로 수정, 삭제된 내역
이 장된 로그보기의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Variance의 각 세
부내역들을 볼 수 있는 Variance 상세보기의 화면이 그림 6과 같이 나
타나 있다. 상세보기 화면에서는 각 주요 항목들과 그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이 차례로 나타나 있고 각 세부항목별로 내용을 수정하고 합격/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삭제  추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체 합격을 선택하면 Variance의 합격처리가 완료되고 조회시 합격으로 
분류되어 리된다. 

<그림 6> TOPAS 2.0의 초기화면

  마지막으로 그림 7과 같은 통계화면에서는 체 인 발행 개수의 요
약을 각 단계별, 과제별, 어 리 이션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일 발생
되고 해결된 내역을 보고 바로 보고서를 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화면 역시 새로운 TOPAS 시스템에 추가된 내용이다.

<그림 7> TOPAS 2.0의 통계 화면

3. 결    론

  K-EMS과 같은 큰 규모의 시스템 개발의 성공을 해서는 일 된 기
과 차에 따른 시험진행이 필수 이다. 이를 해 단 , 통합, 실증시

험까지 단계별 시험의 목 과 성격에 따른 시험 차서와 그에 기반한 
시험을 리하고 통합하는 업무가 매우 요하다. TOPAS 시스템은 이
러한 시험 리와 통합  불만족사항에 한 지속 인 추 을 통해서 
세부과제 내에서의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체를 총 하여 정해진 공
정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로젝트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리
용 로그램이다. K-EMS의 남은 Prototype과 Fullscale 단계에서는 더 
성공 인 시험 리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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