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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력산업이 력회사 심에서 고객 심의 비즈니스 서비스로 변함에 따라 고객의 요구 충족을 

한 고기능 력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차 으로 증 되고 한 데이터 심에서 정보, 지식 등 

특화된 분석정보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  활용과 공용을 제로 검침데

이터에 한 실시간 처리와 효율  통합 리기술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력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략  자산으로서 검침데이터에 한 정확한 처리와 효율  지

원으로 고객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동기를 마련하는 한편, AMR 데이터의 활용과 이용효율성

을 극 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 극 으로 추진되고 있는 력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효

과 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 한다,

1. 서   론

  력을 사용하는 고객을 기 으로 0.64%, 고압고

객을 기 으로 약 50%정도 원격검침을 시행하고 있

으며 검침업무의 자동화와 효율 인 수요 리를 

해 계속 확  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 인 

검침데이터 리시스템은 시스템의 한계  방 한 

검침데이터(6,900만 Record, 66억 Point/년, 약 10만 

수용가 15분 Interval data) 처리로 신뢰할 수 있고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내고자 하는 과정이 불가능하

다. 한 향후 력산업이 력회사 심에서 고

객 심의 비즈니스 서비스로 변함에 따라 고객의 요

구 충족과 고기능 력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차 으로 증 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심에서 

정보, 지식 등 특화된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검침데이터의 활용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단순

히 요 산정을 한 지침, 청구서  단순 력사용

량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시장참여자

의 정산데이터, 미터자산을 리하기 한 자료로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향후 력산업이 력

회사 심에서 고객 심의 비즈니스 서비스로 변함

에 따라 고객 서비스의 제공이 경 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상되고 고객의 요구 충족을 한 고기

능 력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차 으로 증

될 것이다. 따라서 부하분석  측, Rate design 

등의 System Planning & Operations분야와 

Customer Care, 력품질 모니터링, 수요 측  분

석, 에 지 컨설  등의 Value Added Service분야

에 신뢰할 수 있는 검침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증가

할 것이다. 한 고객의 부하 특성 정보를 확보하기 

한 수요패턴 분석 등을 수행하기 한 검침데이터

의 수집  분석이 필수가 된다. 업환경 변화에 

따른 활용분야의 변화뿐만 아니라 활용범 도 과거

의 월단 에서 세분화된 일단 , 시간단 , 15분 단

의 검침데이터로 그 범 가 확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활용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검침데이터

는 정확성과 일 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개발

되어질 다양한 력부가서비스 응용확 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검침데이터의 지속 인 활용과 공용을 

제로 집 화된 검침데이터 리에 한 방안을 수

립하고 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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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집 화된 Meter Data 리

2. 본    론

2.1 MRMS(Meter data Real-time Management 

    System)

  검침데이터의 실시간통합 리는 검침데이터의 신

뢰성, 생산성, 정보축척 측면에서 기본 정보시스템의 

문제 과 변하는 력시장 환경변화 그리고 새로

운 IT기술의 발 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안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Needs 반 과 최종사용자

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용량 검침데이터에 한 수집, 처리, 변환, 송을 

통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과 데이터의 정보화와 

활용이라는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해 그림과 같이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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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처리 형태

   그림과 같이 방 한 양의 검침 련 데이터에 

해 Data warehouse을 구축하고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질의에 하여 빠른 응답성능이 

보장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용할 것이다. 

 2.3 주요 처리 모듈

  본 시스템의 주요처리모듈은 SP(Service Point), 

OE(OLAP Engine), PNOF(Private Network ON 

Firewall), SCA(Scheduled Communication Agent)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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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처리모듈

  2.3.1 SP(Service Point)

  한 의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에서 서비스

하기 때문에 이원화된 네트워크에서 모두 응답해 주

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의 인터넷사용자와 인트라넷

사용자의 MRMS 근을 엄격히 구분하여 한 

서비스를 한 자원배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근 권한  내부 시스템 근 요소를 단

하여 사용자의 권한에 맞게 사용자 단계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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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고 불법  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SP이다. 이는 DMZ에 치하며 내부고객은 

내부 데이터 근 역으로 분기시키고 외부 고객은 

그 로 DMZ 역의 분산환경에서 서비스를 처리한

다.

  2.3.2 PNOF(Private Network on Firewall)

  PNOF는 DMZ에 있는 서비스와 내부망에 있는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일종의 보안 게이트웨이

(Secured Gateway)역할을 한다. 외부의 인터넷 망

으로부터 내부의 인트라넷의 망을 보안 연결을 통하

여 유지하며 서비스 요청에 따라 동작한다. 이는 베

스트천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Passive 인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론상 인트라넷 서비스를 

요청하기 에는 결코 외부망(인터넷망)에서 데이터 

요청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MRMS 자체의 보안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그림 6. 물리 인 PNOF 구성

  2.3.3 SCA(Scheduled Communication Agent)

  국(15개 서버)에 흩어져 있는 AMR서버의 계량

값을 지속 으로 확인하여 AMR서버가 확보한 

Meter data를 취득한다. 1:N의 통신방식이고 데이터 

리의 순차  취득(Sequential data gathering)을 

따르기 때문에 스 쥴에 의한 데이터 취득을 한다. 

각각의 AMR 서버의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와 Meter data Warehouse에 제공하며 AMR서버의 

최소 검침주기(15분)안에 모든 데이터를 취득한다. 

한 검침주기나 기타 검침지침의 변경에 따라 가변

으로 스 쥴을 조정할 수 있다.

  2.3.4 OE(OLAP Engine)

  취득된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을 하여 데이터베

이스 큐 (Cube)를 구성한다. MRMS는 OLAP - 

Oriented 설계환경과 다르지만, 통계  데이터의 분

석과 처리를 한 OE(OLAP Engine)은 데이터 검

색을 최 화하고 엄격한 구문구조를 유지하며 직

인 검색 경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한 구조유지

기능을 담한다.

그림 7. 고객분석큐

   그림은 고객분포 황을 분석하기 한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큐 의 Fact Data

는 고객수이고 Dimension은 1차사업소, 산업분류, 

계약종별, 행정구역, 계약 력 등으로 구성되었고 

OLAP연산인 Roll Up과 Drill Down 연산을 수행한

다.

 2.3 Storage 설계

  본 시스템에서는 방 한 Load Profile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스토리지 략으로 장하여 OLAP분

석기능을 지원할 것이다. 

그림 8. 동  티셔닝 략

  Load Profile 데이터의 양은 국 약 10여 만호의 

고압고객을 상으로 한 고객의 1일 데이터 발생량

은 96건이고 년 데이터 발생량은 35,172십만건(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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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효율 인 스토리지 략이 필요하다. 데

이터를 장하기 한 략으로는 Dynamic 

Partitioning 략(사용량 테이블을 ‘월’단 의 티

션으로 분할해서 장)과 Partitioning Compress 

략(‘월’단 의 티션으로 분할된 사용량 테이블을 

티션 단 로 압축 리)을 활용하여 질의 작업 시 

읽기 블록(Read Block)을 임으로써 수행속도 향상

과 소 장공간의 용량 장장치로의 구 도 가능하

다. 

그림 8. 압축/비압축 블록의 데이터 장방식

3. 결론

  Load Profile 는 인터벌 데이터는 향후 력산

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

닌 략  자산으로써 그 활용성과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이러한 데이터에 한 계속 인 

수집과 처리, 분석을 한 리 략과 시스템화를 

통해 일 성있는 데이터 리를 실 해야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검침데이터에 한 통합 리와 

정보화, 활용측면에서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이는 향후 실시간 에 지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추출과 량의 데이터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루기 한 보다 나은 근

방법이 필요하다. 즉, 용량 데이터베이스 안에 숨

겨진 의미있는 패턴과 계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

하게 되며 이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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