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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aditional power tunnel monitoring and diagnosis
system provides simple alert in accordance with limits which set by
operator using various field installed various sensor measurements.
System’s algorithm is too simple and it has uncertainty of sensor
with error. In this paper, proposed algorithm give operator verification
using installed sensor measurements such as environmental sensors
for fire prevention because of cable overheat in the power tunnel.

1. 서    론

기존 지중전력구 감시진단 시스템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온도(℃)/습도
(%)/이산화탄소(ppm)과 같은 감시 센서로부터 얻은 계측값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설정해 놓은 임계치 기반의 경보를 주는 시스템으로 단순화된
모델, 정형화된 기법의 한계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리고 측정 센서에는 통신상의 노이즈나 시스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퍼지측도이론(Fuzzy measurement
theory)를 적용하였으며, 전력구 내 케이블 접속개소의 과열로 인한 화
재발생 예방을 위해 설치된 전력구 환경 센서의 계측값을 입력값으로
한 소속도(bpa, basic probability assignment, 지지도)를 구하고, 각 센
서 계측값별로 도출되는 소속도 결합의 병렬처리에 적합한
Dempster-Shafer 증거추론을 이용한 지중전력구 감시 진단 알고리즘을
제시 및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퍼지 세팅(Fuzzy setting)
지중전력구 감시 센서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전력구 상태를 감시 및
진단할 수 있는 퍼지 소속 함수(Fuzzy Membership Function)를 만들
때, 퍼지 세팅(Fuzzy setting)을 이용한다.

<그림 1> 퍼지 세팅 및 소속 함수

본 논문에서는 전력구의 상태를 Optimal, Normal, Alert, Violation의 4
가지 상태로 구분하였다. 그림 1과 같이Fuzzy 영역을 3등분하고 삼각형
법을 적용한 퍼지세팅을 하여 퍼지 소속 함수를 만든다. 여기서 x이하

의 구간은 OCR(Optimal Crisp Region)이며 x이상의 구간은

VCR(Violation Crisp Region), x과 x 사이의 구간은 Fuzzy region으

로 정의하였다. Fuzzy region은 센서로부터 얻은 임의의 계측값 x에 대
해, x≦x구간을 Optimal, x ≦x≦x구간을 Normal, x ≦x≦x
구간을 Alert, 그리고 x≧x구간을 Violation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Rule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소속도(bpa)는 [0,1]로 표현되나 본 연구에서
는 불확실성(u, Uncertainty)을 다루므로, 일반적인 소속도에서 센서 계
측의 정확도를 고려한 소속도를 사용한다.

소속도    불확실성 (1)

또한 해당 입력변수의 소속도가 소속함수의 소속도를 벗어나면 룰(Rule)
로써 취급하지 않는다.[2]

  2.2 지중전력구 감시 센서의 적용
  2.2.1 룰 구성
전력구 환경 센서 경보 기준을 적용한 룰을 구성한다. 전력구 환경 센
서는 온도(℃)/습도(%)/이산화탄소(ppm)을 계측한다. 여기서 이산화탄소
는 콘크리트 부식 수명 평가인자이다. 다음 표에서는 전력구 환경 센서
사양 및 경보 기준을 표현하였으며, 국내에 전력구에 대한 감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보 기준 값에 임의의 값을 넣었다.

 <표 1> 전력구 환경 센서 사양 및 경보 기준(가정)

구분
계측성능 경보 기준

범위 단위 불확실성
(u)

1단계
(x )

2단계
(x )

3단계
(x)

4단계
(x )

온도 0~120 ℃ ±1 20 30 50 70≤

습도 0~100 % ±1 60 70 80 90≤

CO2 0~1,000 ppm ±5 100 200 300 500≤

데이터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각 센서의 범위 및 단위를 p.u. 단위로
변환하고 x을 기준으로 경보 기준과 계측값을 재구성한다. 여기서 센

서 별 퍼지 소속 함수의 소속도는 센서의 정확도를 고려하면 식(1)에 따
라 각각 0.9833/0.9800/0.9900의 값을 가진다.

<그림 2> 전력구 환경 센서 별 소속 함수

전력구 환경 센서에서 다음 <표 2>과 같은 값이 계측되어 들어온다면,

 <표 2> 전력구 환경 센서 계측값

구분
계측정보

단위 계측값

온도 ℃ 14.7

습도 % 75.5

CO2 ppm 193.3

알고리즘에 사용 가능한 형태의 입력값을 만들기 위해 소속 함수의
구간값 처리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를 수행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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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전력구 환경 센서 계측값

구분
계측정보

단위 계측값

온도 p.u. -0.0442

습도 p.u. 0.1550

CO2 p.u. 0.0933

<표 3>를 이용해 각 룰에 해당하는 구간의 소속도를 산출하면 <그림
3>, <표 4>와 같다.

<그림 3> 입력 변수에 대한 소속도 산출

 <표 4> 입력 변수에 대한 소속도 산출

입력변수 구간 소속도

온도(-0.0442) Optimal 0.9833

습도(0.1550)
Normal 0.4410

Alert 0.5390

CO2(0.0933)
Optimal 0.0663

Normal 0.9237

각 센서로부터 산출된 소속도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구의 상
태를 판단하기 위해 다수개의 소속도 병렬처리가 용이한
Dempster-Shafer 결합 규칙을 이용하였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센서
에 대한 룰을 결합하면 <표 5>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  

  

 

(%) O N A V U Total

17.336 81.604 1.0224 0 0.0379 1

따라서 전력구 환경 센서를 통한 전력구 상태는 Normal 81.604%이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0.0379%이다.

  2.2.2 알고리즘 적용 및 실증 사례
배전전력구 내 케이블 접속개소의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
여 개발한 전력구 환경 센서를 여의 전력구 의사당 S/S 의삼 D/L 접속
부에 설치하여 2015년 4월 14일 ∼ 4월 15일(2일) 50초 간격으로 현장데
이터(전력구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그림 4> 현장 설치 전력구 환경감시 센서

전력구 환경 센서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 각 시간대별
Optimal/Normal/Alert/Violation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현하였다. 아래 그
래프는 데이터 취득 기간 중 변화율이 높은 기간(4월 14일 12시 37분
36초∼15시 45분 49초)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전력구 환경 센서 계측값 변화

<그림 6> 전력구 상태 변화

<그림 5>는 전력구 환경 센서 계측값의 시간별 변화를 나타냈으며,
<그림 6>은 각 시간대 기준으로 상태별 누적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통
해 각 시간대별 전력구의 세분화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14일 12시
37분 ∼ 15일 05시 38분, 약 17시간 동안 이산화탄소량의 변화로 전력구
의 상태가 변화했지만 대체적으로 Optimal로써 안정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에 따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불확실성을 따로 구
분하여 고려하므로 이에 따른 진단 결과의 신뢰도는 상승하며, 단순히 0
또는 1이 아닌 전력구 상태의 세분화를 통해 운영자의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설비 진단 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mpster-Shafer 결합 규칙을 이용하여 여러 센서의 계측값을 결합하
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정량화를 통해 전력구의 종합적인 상태
를 운영자가 확인하는 데에 있어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병렬처리 특성을 가지므로 센서의 종류와 수가 고정되어있지 않고
추가가 가능하여 유연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전력구 감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 설정에 대해 알
고리즘 설계자의 주관성이 포함되는 등 기준의 모호함이 있으며, 각 센
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설정의 필요성 또한 대두된다. 이러한 이슈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증 시험을 통한 충분한 데이터 취득
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과제에서는 전력구 감시 센서의 추가와 각종 센
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가중치 책정방
법을 연구하여 빅데이터 기반 진단 일치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운영자
분석 편의성을 위한 UI 연구 또한 필요하다. 더 나아가 IOT(Internet of
Thing)기술과 빅데이터를 적용한 전력설비 진단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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