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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세계의 복잡하고 종합 인 정보를 빠르고 효율 으로 분석ㆍ처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효용성이 인식되면서 력산업에서도 국의 시설물 리를 해 

수치지리정보를 구축하 다. 한편, 약 10만호의 고압고객을 상으로 15분 단 의 력사용량을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동원격검침(AMR: Automatic Meter Reading)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재된 

용량의 AMR 시계열성 데이터와 공간성을 지니는 력설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각  수요분석  

공간  분포특성 부하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세계 으로 GIS산업은 주류를 이루어오던 단

순 수치지도 제작이나 시설물 리와 같은 기 단계

에서 벗어나 Internet GIS, Component GIS, 3D 

GIS, Mobile GIS, G-CRM, 물류 리 등에서 기술발

을 거듭하고 있으며, 시공간분석에 련된 다양한 

Application에 GIS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다. 력

산업에서도 가공, 지 을 망라한 장설비정보가 

GIS에서 활용 가능한 Digital Map 형태로 구축되어 

부분의 배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한편, 국 약 10만호의 고압고객을 상으로 15

분 단 의 검침데이터를 CDMA 무선통신망을 이용

하여 자동원격검침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검침데이

터에 한 활용의 개념이 단순 요 부과용에서 력

회사와 고객 모두를 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바

고 있으며, 소비패턴 분석, 수요분석  측, 에

지 리 컨설 , 력품질 분석, 부하 리, H/A, 화재

방, 건물제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력계통 GIS에 원격검침 데이

터를 목하여 배 설비 운 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안정성  험성을 평가하며 부하 성장의 향에 

따라 계통을 설계하고 계획수립에 반 하기 한 배

자산최 화(DAO : Distribution Asset 

Optimization)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기술개발 추세를 반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단순 Text 주로 제공되는 검침정보를 배 설비 

 계통과 연계하여 공간  분포특성을 감안한 시각

 수요분석  부하 리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개

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침 

데이터에 한 총  이해와 분석, 복잡하고 방

한 데이터를 시각 으로 달함으로써 이해도 높은 

황  문제  악, 부하의 공간  분포특성 분석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련 연구

  인터넷 환경에서의 GIS 데이터 공유 표 화를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표 화기

구(GEN/TC287), 국제표 화기구(ISO/ TC21), 미국

연방지리정보 원회(FGDC), 개방형 GIS 컨소시엄

(OGC) 등이 표 인 기구이다. 그 에서 선진 

GIS 업체와 기  심으로 GIS 표 화를 해 설립

된 OGC는 주도 인 표 화 기구로서 GI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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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과 무 하게 웹 환경에서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형정보 처리를 한 표 을 제시하고 있

다. 한 XML 기반의 표  공간 데이터 포맷인 

GML(Geography Markup Language)과 피처 인스턴

스 단 의 지리정보를 근하기 해 새로운 Web 

Feature Service 구  명세를 제안하 다[2].

  력산업의 규제완화  구조개편은 여러 가지 방

면에서 막 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데이터 마

이닝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재까지 력 산업 분야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

분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와 “ 측” 능력에 을 

맞추고 있다. 즉,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량의 

데이터 내에 숨겨진 계나 패턴을 찾아내고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이미 알려지지 않은 값을 측하는 

분야에서 성공 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패턴 분석  측 기능을 용하여 력 사용량을 

측하고 에 지 사용을 이기 한 연구나 설비 

오류 측을 통한 운 비용 최소화 등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데이터 마이닝 용 

이 부터 기 인 통계 기법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

터 분석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력 시장 여건

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비선형 인 문제가 증가하

게 되면서 기존의 선형회귀 방법이나 단순한 통계 

분석 기법들로는 결과의 정확도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 문가 시스템, 시계열 

분석 기법 등을 용한 연구가 데이터 마이닝 분야

와 력 시스템과의 연  분야로써 더욱 지능화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기 한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다[3,4,5,6].

3. 력부하분석모델 설계  구

 3.1 부하집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하분석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부하계산에 필

요한 배 선로와 사용량 데이터의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한다. 배 선로와 고압고객이 상 으로 많은 

시범사업소를 선정하여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

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부하패턴 분석이 

가능하게 구축하 다. 회선, 구간, 개폐기, 뱅크 등 

설비 련 지리정보와 AMR 시스템에서는 원격검침 

고객정보와 15분 검침정보를 추출하고, AMR을 시

행하지 않는 고객기본정보와 월별 사용량 데이터, 

그리고 변 소 배 선로 인출단의 1시간 단 의 부

하량을 추출하 다. 추출된 데이터는 오류 데이터에 

한 보정과정을 거쳐 부하계산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다.

  미AMR 고압고객은 월별 사용량만 알 수 있으므

로 AMR 고압고객의 유효 력을 이용하여 15분 단

의 부하를 산정하 다. 먼  AMR 고객의 유효

력을 월별로 계약종별 시간 별(15분)로 평균사용량

을 계산하고, 평균사용량 에서 계약종별 최 값을 

구한 후, 최 값을 기 으로 백분율로 환산하여 아

래 그림과 부하패턴을 만들었다. 그 다음 고객의 월

사용량을 일수로 나 어 하루 사용량을 만들고, 해

당 계약종별 부하패턴에 입시켜 15분 단  사용량

을 만들었다.

2005년 3월 AMR고객 계약종별 부하패턴(강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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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MR고객 계약종별 부하패턴

  압고객도 월별 사용량만 알 수 있으므로 미

AMR 고압고객과 유사한 방법으로 뱅크 단 로 부

하를 산정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MR 고압고

객 검침량, 미AMR 고압고객 부하패턴량, 지 뱅크 

부하패턴량, 가공뱅크 부하패턴량을 구간 단 로 합

산하면 구간 부하가 15분 단 로 생성되고, 회선별 

구간 부하를 합산하면 회선 부하가 생성된다. 

 3.2 삼진트리를 이용한 부하계산

  추출된 설비도 데이터는 조류계산을 해 구간별

로 구성된 회선별 단선도를 생성하여 배 계통을 검

증하 다. 계통이 Loop되는 구간과 Isolation되는 구

간을 찾아내고 해당 구간을 연결하고 보정하여 구간

의 원측과 부하측의 결정하 다. 그림과 같이 

Flowchart는 3진 Tree 회귀 (Recursive) 방법으로 

단선도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변 소 인출정보로 Root 노드를 생성하고 다회로 

개폐기와 분기 에서 구간이 분리되고 지 뱅크와 

개폐기가 개방상태이고 ALTS나 하단의 구간정보가 

없는 곳은 상  원측 설비로 Pointer를 이동하면

서 3진 트리를 생성하게 된다.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539

[그림 2] 삼진트리 이용 단선도 생성 Flowchart

  발 기에서 생산된 력은 송   배  선로를 

통해 수용가에게 송되어 소비되는데 이러한 력

의 흐름을 력 조류(Power Flow)라고 한다. 조류

계산은 특정 모선에서의 모선 압, 계통손실, 력조

류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배 계통은 운  특성상 

방사상(Radial)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 구조의 

계산방법이 하다. 이 논문에서는 Forward 

Sweeping 기법을 용하 으며, Main feeder만 있

는 경우만 설명하며 lateral(분기선)이 있는 경우는 3

진 트리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동일하게 용된다.

[그림 3] 배 계통 모델  기  등가

   등가모델로부터 다음 식을 유도해 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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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즉, 1번과 2번 모선에 흐르는 류는 두 모선간의 

압차를 1번 branch의 임피던스로 나  값과 같고, 

2번 모선을 통과하는 력은 2번 모선 압에 2번 

모선으로 들어오는 류의 곱이다. 두 식으로부터 2

번 모선의 압 식을 유도해 낼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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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식을 보면 다음 모선의 압을 구하기 해서

는 그 모선의 유효, 무효 력을 알아야 하며, 한 

이  모선의 압을 알아야 한다. 이  모선의 압

은 변 소 인출단 압이므로 알 수 있으나, 다음 

모선을 통과하는 력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즉, 2번 모선에 들어오는 력은 2번 모선의 부하

(PL(2), QL(2))와 다음 모든 모선의 부하(PL(i)), 그

리고 1번 branch를 제외한 모든 branch의 력손실

(LP(i))을 더한 값이 된다. 여기서, 력을 구하기 

해서는 모든 모선의 부하와 1번 branch를 제외한 모

든 branch의 손실을 알아야 한다. 그 손실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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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P Q
LP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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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 +⎣ ⎦=

⎡ ⎤× +⎣ ⎦=     (3.3)

  식 (3.3)을 보면, branch의 력손실을 구하려면 

i+1모선의 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처음 식으로 

되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면, i+1 모선의 압을 알기 

해서는 i+1 모선의 력을 알아야 하며, i+1 모선

의 력을 알기 해서는 모든 branch의 력손실을 

알아야 하고, 력손실을 알기 해서는 다시 모든 

모선의 압을 알아야 한다. 결국 순환되는 문제이

기 때문에 우선 모든 branch에서의 력손실을 0으

로 기치를 설정하고, i+1 모선의 력을 구한 후, 

i+1 모선의 압을 구한다. 이러한 방법을 마지막 모

선까지 반복하여 구한다. 마지막 모선까지 구한 후, 

처음부터 다시 구하여 손실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오

차범 내로 들어오게 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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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부하분석모델 구  결과

  삼진 트리로 구성한 계통정보를 이용하여 회선별 

단선도에서 해당 회선  구간들에 부하정보를 선택

으로 표 하고, 시간 별 비교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4] 회선별 단선도 이용 부하분석

[그림 5] 부하패턴 분석  GIS 연계

  15분 단 의 부하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부하패턴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시간 에서 15분/시

간/일/주/월 단 를 선택하면 해당 시간 의 최 부

하를 산정하여 조회결과 리스트와 부하패턴을 보여

다. GIS도면에서 공간부하분석이 가능하도록 부하

계산 결과를 연동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표 하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력계통 지리정보시스템과 원격검

침 데이터를 연계하여 시공간 부하분석모델을 개발

하고 그 구 과정을 제시하 다. 원격검침 데이터의 

유효 력과 무효 력 값을 이용한 조류계산을 수행

하여 변 소 인출단 부터 말단까지 순간순간 변화하

는 회선  구간의 부하상황을 15분 단 의 부하패

턴으로 분석하고 GIS 환경에서 표 하여 공간분석

이 가능토록 구 하 다. 

  향후에는 부하분석모델에서 계산된 회선  구간

의 부하패턴을 이용하여 원격검침 수요정보  력

부가서비스 모델과 공간  분포특성을 고려한 원격

검침 데이터 황  통계 서비스 모듈을 개발하고, 

부하 체, 신규 수용, 과부하선로 해소, 고장선로 부

하분석 등과 같은 장에서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뮬 이션 모듈을 개발할 정이다. 한 다

양한 시공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새로운 

지식패턴을 발견하는 모듈을 개발하고 보다 지능화

된 공간분석 도구를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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