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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력 시스템의 IT화가 본격 으로 진행되면서 
력 설비에 한 감시를 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시
스템(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력 감시시스템은 력선로와 설비에 설치되는 다양한 센서
요소로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측함으로써, 력 시스템
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목 으로, 다  센서들이 유/무선 통신
망을 이루는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국내 력 감
시시스템에 용되고 있는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의 유무선 통신 
기술사례에 해 소개한다. 

1. 서    론

  안정 인 력 공 을 한 상시 모니터링의 요성이 증 되
고 있다. 력 감시시스템은 력선로와 설비에 설치되는 다양한 
센서요소로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측함으로써, 력 시
스템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목 으로, 다  센서들이 유/무선 
통신망을 이루는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감시시스템에서 안
정 인 통신망을 확보하는 방법은 유선망(wired network)에 기
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들어 무선 네트워크 기술과 유비쿼터
스 컴퓨 과 연 된 비용  소형화된 장비들의 속한 보
은 무선 통신(wireless network)망  이들을 결합한 유/무선 통
신망에 기반한 력 감시시스템 채택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논
문은 국내 력 감시시스템에 용되고 있는 다양한 센서 네트
워크의 유무선 통신 기술사례에 해 소개한다. 

2.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통신 구조

  2.1 전력 감시시스템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통신 구성안 [1][2]
  력 감시시스템은 다양한 센서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
득하여 상  Station에 송하기 때문에, 단  력 선로와 설비
를 상으로 하는 다 센서들이 유/무선 통신 망을 이루는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본 에서는 력 감시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 기술에 해 소개한다. 그림 1은 온라인 
감시 시스템 구성안 를 나타낸다.

<그림 1> 센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전력 감시 시스템 구성도

  2.1.1 전력 감시시스템을 위한 유선 통신 기술들 [1]
  력 감시시스템을 한 표 인 유선통신 방식으로는 수 km 
거리의 통신이 가능한 RS-485통신을 비롯하여 용량 처리를 
해 사용되는 IEEE 1394와 USB, Ethernet 통신 등이 있다.
  표 1과 같이 재 일반 으로 사용되는 유선통신 기술 후보군
의 공통 인 특징은 비교  100m이상의 긴 통신거리와 높은 신

뢰성이다. 한 근래에 개발되어 홈 네트워크 분야에 상용화, 사
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PLC 등의 기술이 표 인 력 감시
시스템을 한 유선통신 후보군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센서 
데이터 요소의 데이터 크기가 매우 크고, 신속한 송, 처리를 
요하는 분야의 용에 유용한 기술이다.
  그러나 유선 통신은 Wire 형태의 구성이 필수 불가결하여 
력시스템 환경에 응하기 해서는 통신 선로의 EMC  내환
경을 고려하여 설치  시공을 해야 하며 새로운 센서모듈의 추
가 시에 환경 설정  재구성을 해야 하는 단 들을 갖고 있다.

  <표 1> 센서 네트워크 유선 통신 기술

 2.1.2 전력 감시시스템을 위한 무선 통신 기술들 [1][2]
  무선 PAN(Personal Area Network) 기술로 표 인 Bluetooth, 
UWB  Wireless-LAN 등의 기술을 비교하고 표 인 후보 기
술에 해 소개한다. 무선 통신 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유선 통신
에 의한 센서네트워크 구성보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력시
스템을 감시, 취득하는 방법이 유동성  확장성에 있어 유리하다. 
본 에서는 이러한 기술들 가운데, 재 구성가능한 상용화  
일반화된 모듈을 기 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표 2> 센서 네트워크 무선 통신 기술

  력 감시시스템을 한 PAN 무선 통신 기술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기  요소는 무선 통신을 한 허가 주 수 
역을 사용해야 한다는 과 통신 구성에 필요한 Data Rate 
는 통신 속도로 표되는 요소와 통신 거리 등이다. 주 수 범
(Middle Range- 100m이하), Data Rate(100k bps 정도)  소비 
력(수십 mA)을 충족하는 기술을 고려하면, 력 감시시스템에 
합한 무선 통신 기술은 Bluetooth와 ZigBee로 요약할 수 있다. 

  2.2 전력 감시시스템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구성 사례
  본 에서는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망에 기 한 력 감시시
스템의 국내 사례를 센서 요소와 제어 장치간의 통신 수단에 
을 맞추어 소개한다.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 7



- 140 -

  2.2.1 지능형 전력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K-WAMS) [3]
  본 에서는 정부주도 기거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한
국형 역 력계통 감시시스템 K-WAMS(Korea Wide Area 
Monitoring System)[4] 에 사용된 센서 네트워크 구성사례를 소
개한다. K-WAMS는 력 계통 분야에서 세계 으로 주목을 받
고 있는 WAMPAC(Wide Area Monitoring, Protection And 
Control) 기술을 용하여 구 된 기  로토타입 시스템으로, 
각 지역 변 소 12개소에서 발생하는 용량의 시각 동기화된 
데이터를 상 시스템으로 송하여 실시간으로 역 력 계통
의 안 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WAMS는 i-PIU의 
데이터 취득 장치와 단처리 장치  상  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다. i-PIU는 GPS를 통해 시각 동기화 되어 CT와 PT를 통
해 취득된 류, 압데이터를 상 시스템으로 송한다. 데이터 
송은 공 망 혹은 용선을 사용하며, 변 소마다의 각기 다른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CSU(Channel Service Unit)을 용하 다. 
국 변 소에서 송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기 해 Multi-Type 
CSU를 사용하고 FEP를 통해 상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달하
는 구조로 하드웨어가 구성되었다. 그림 2는 K-WAMS의 센서
요소와 제어장치간의 H/W 구성도를 나타내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2> K-WAMS H/W 구성도

데이터 취득 장치(i-PIU):  i-PIU는 GPS를 통해 시각 동기화 되어 CT
와 PT를 통해 취득된 류, 압 데이터를 상 시스템으로 송한다. 
단처리 장치(FEP:Front-End Processor): 단처리 장치인 
FEP는 상  시스템  하  i-PIU로부터 달되는 정보를 수신
하고, 이를 분석하여 한 응답  처리를 수행한다. 
상  시스템: 하  취득부에서 데이터를 송받아 로세싱하며, 
데이터 장소에 장하고, 력 계통 해석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i-PIS, i-PIM, i-PIE로 구성된다. (각각은 참고문헌 [3]을 참고)

  <표 3> 기능과 통신 방식

  2.2.2 배전 변압기를 위한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5]
  본 에서는 기존 변압기 감시 장치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 변압기 상태감시 기술에 무선 통신기술을 목한 배 용 변압
기의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 사례에 하여 소개한다. 배 용 변
압기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은 2007년 말에 국 으로 약 70,000
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일반 인 설치 시에는 주단말기를 
심으로 RF 통신 도달거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단말기를 다수 
설치하거나 는 하나의 통신그룹을 이루도록 한다. (참고문헌 
[5] 사례의 경우, 앙의 주단말기로부터 직격 약 1[km] 이내에 
모두 19개의 종단말기가 설치되어 1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배 용 변압기의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은 변압기 2차 측의 각 
상별 압  류를 측정하여 원격지로 송하는 무선 통신기
능을 갖춘 단말기, 각 단말기를 연결하는 무선 네트워크, 마지막
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 용 
변압기를 실시간 감시, 진달할 수 있는 서버 시스템으로 구축되
어 있고 체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M은 Master 
Terminal을 S는 Slave Terminal을 각각 의미한다.

<그림 3> 배전 변압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

  Slave Terminal은 배 용 변압기 측에 설치되어 변압기의 상태
정보-2차측 상별 류, 압, 기기 온도, 측정 시각, 변압기 설치이
력 등을 주기 으로 계측한 후, RF 통신을 통해 주단말기에 송
한다. 주단말기는 인근의 다수 종단말기에서 송하는 측정정보를 
취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CDMA망(지역에 따라 D-TRS 는 
배 용 통신망)을 통해 기지국에 송한다. 아울러 CDMA 무선
망을 이용하는 주단말기는 종단말기에서 측정한 변압기 부하정보
가 정 , 고장 등의 이상 값에 해당할 경우, 자동 으로 해당 변압
기의 리담당자 휴 화에 경보 메시지를 송토록 한다. 기지
국과 앙 Server 간에는 단처리장치(FEP, front end processor)
를 설치하여 다수의 주단말기로부터 수집한 변압기 상태정보를 상
의 서버측에 달하고, 이와 반 로 서버에서 내려지는 각종 단
말기 설정 명령을 기지국을 통해 주단말기로 송한다. 최종 리
자에 해당하는 한 의 배 운  담당자는 인터넷을 통해 앙의 
리서버에 속한 후, 웹 기반의 모니터링 인터페이스를 통해 배
용 변압기의 동작 상태를 감시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각 단계별 
주요기능  통신수단은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기능과 통신 방식

3. 결    론

  재까지 력 감시용 센서네트워크 분야의 주된 연구 이슈는 
효율 인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집 되어 왔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력 감시용 센서 네트워크 HW, 로토콜 등의 많은 
연구 성과들을 이루었고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력 감시 시스
템을 개발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국내 력 감시시스템을 한 센서 네트워크 용 사례와 
모델들을 분석하여 력 감시용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로 하
는 통신 기술들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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