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4 -

Abstract -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원격검침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한전에서는 2008년부터 저압 고객에 대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기반의 검침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전의
AMI 검침시스템은 2020년까지 2200만호에 대한 원격검침을 지원할 예
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격검침 망을 구성하는 DCU(Data
Concentration Unit) 및 모뎀에 대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검침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검침네트워크에 대한 설
비 정보, 네트워크 구성정보, 성능정보, 트래픽 정보 등을 관리하고, 통
신설비에 대한 장애현황 및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개
발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AMI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서 양방
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장치
및 통신모뎀 등의 IT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자동검침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AMI를 통해 수집된 검침정보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요금
정보 등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전기사용 절감과 전력피크 절
감을 유도하고 피크수요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AMI 사업은 2008년 5
만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1년 50만원 15년 200만호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매년 단계별로 시설을 증축하여 2020년까지 2200만호를 설
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
한전의 AMI 기반의 검침시스템은 고객의 전력사용량인 검침데이터의
수집을 담당하는 AMI 서버와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담당하
는 네트워크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AMI 서버는 한전이 정의한
FEP(Front End Processo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검침을 수행하며, 네트
워크관리시스템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한전이 DCU에 정의한 MIB(Mangement Information
Base)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DCU의 MIB은 고
속 PLC에 대한 부분만 정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통신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속 PLC, 고속 PLC, B-CDMA, 6LowPAN 등과 같
은 유무선 혼복합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MIB을 확장 정의하고 있다.

<그림 1> 유무선 혼복합 원격검침시스템 구성

검침네트워크관리시스템은 고객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안정적인 원격
검침 운영을 위해, 원격검침 장비들에 대한 네트워크의 정상동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애발생 상황 등을 모니터링 및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전력검침 시장의 요구사항을 빠르
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장치에 내장된 펌웨어를 AMI 네트워크를 통
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2][3].
PLC 기반의 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 전력선을 매체로 통신하기 때문
에 높은 부하와 간섭 현상, 가변 임피던스와 신호감쇄 현상 등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우므로 고기능의 네
트워크감시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4][5]. 기존의 원격검침시스템은
AMI 서버에서 네트워크 감시를 위해 ping과 원격검침 정보를 이용하여
단순한 네트워크 점검만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고자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성정보와 성능
정보,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검침네트워크관리시스
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2. 본    론

  2.1 요구사항 분석

<그림 2>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유스케이스 모형

네트워크 감시시스템 개발을 위해 AMI 검침시스템 사용자 면담을 통
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관리대상 통신설비들의 동
작상태 및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상황판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였으며, 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상태를 볼 수 있는 토폴로지 관리,
통신 네트워크의 상태정보 수집관리, 장애발생에 따른 감시 및 조치기
능, 장애 분석을 통한 장애범위 판정 등의 요구사항이 분석되었다. 특히
장애범위 판정의 경우에는 하나의 DCU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각 고객
계량기의 검침값이 수집되지 않는 장애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어 사용
자가 장애를 판정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네트워크
토폴로지 관리를 통해 DCU 하단에 연결된 고객들의 장애는 장애로 분
류하지 않고, DCU만 장애로 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장애목록을 최
소화하여 사용자의 업무부담을 줄 일 수 있게 된다.

  2.2 시스템 설계

<그림 3> 검침네트워크관리시스템의 계층구조도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정의된 요구사항 목록과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
기능 정의서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의 계층구조를 설계하였다.
관리대상 통신 설비는 원격검침을 위해 사용하는 서버팜망, 서버팜망과
DCU를 연결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망, DCU하단의 모뎀으
로 구성되는 원격검침망으로 이루어진다. 통합 계층에서는 DCU 및 모
뎀의 정보를 나타내는 MIB을 SNMP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장애나 중요
알림사항은 DCU의 trap을 통해 받게된다. 서비스 계층은 장비구성, 토
플로지, 성능, 장애내역 등을 관리하고, 프로세스 계층은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성능 및 장애를 분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리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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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계층은 사용자에게 계통도나 종합상황판, 실시간 장애감시 등을 웹
화면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2.3 시스템 구현
  2.3.1 장비 데이터 수집 및 토폴로지 정보 생성
네트워크 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데이터와 망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토폴로지 정보가 필요하다. 관리
대상 설비에 대한 기본정보는 기존에 운영 중인 검침서버를 통해 연계
받는다. 전달받은 DCU에 대해서 SNMP 명령을 통해 DCU와 연결된 모
뎀들의 MAC 목록을 받을 수 있으며, SNMP 명령을 통해 각 MAC 장
치들의 상위 장치에 대한 MAC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
여 모뎀들의 계층구조 생성을 통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
게 된다. 이때 검침서버를 통해 전달받은 모뎀 목록과 SNMP 명령을 통
해 수집한 MAC 목록 비교를 통해 서로 누락된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누락 장비 발생 장애를 발생시키게 된다.

  2.3.2 통신성능 정보 수집

<그림 4> 장비 데이터 및 성능정보 화면

통신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및 추후 통시장치의 증설이나 보강이 필요
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성능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DCU 장
치는 CPU, 메모리, 저장공간에 대한 사용율 및 랜장비의 RTT(Round
Trip Time), packet in/out, traffic in/out에 대한 성능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모뎀은 up/down 통신 링크에 대한 성능정보인 BPS(Bit per
Symbol) 값을 수집하게 된다. 수집대상이 되는 성능정보가 많을수록 수
집서버에 부담이 되며, 데이터 저장서버의 용량도 부담이 되어 적정한
수집주기와 수집데이터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DCU나 모뎀의 성능정보
수집이 실패한 경우 성능 미수집 장애를 발생시키고, 수집된 성능이 시
스템에서 허용하는 최대/최소 임계값의 범위를 벋어났을 경우에는 성능
임계값 초과/미달 장애를 발생시켜 관리자가 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2.3.3 장애정보 분석 및 장애범위 판단

<그림 5> 검침네트워크 실시간 장애감시 화면

토폴로지 및 성능정보 수집을 통해 얻어진 장애정보들은 분석을 통해
최종 장애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검침네트워크의 최상위인 외부망 게이
트웨이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하단의 통신 장애들은 무시되고 외부망
장애만 장애로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DCU 장애가 발생하면, 하단의 모
뎀의 통신장애는 무시된다. DCU나 모뎀의 성능정보가 임계치를 초과
및 미달할 경우에는 장비의 리소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리셋명령을 전송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시간 장애 감시 화면은 상단의 임대망 및 서버팜망, DCU에 대한
통신불량를 표시하는 중대장애(critical) 부분과 하단의 일반장애(major,
minor) 부분으로 분리된다. 하나의 DCU에 연결된 모뎀이 통신불량인

경우에는 major로 분류되어 하나의 DCU 점검 장애로 변경되게 된다.

 2.3.4 성능 및 장애정보 통계

<그림 6> 지사별 장애내역 통계 화면

네트워크 망의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능 및 장애
정보에 대한 통계정보가 필요하다. 지사별 장비의 설치 및 운영현황, 장
애발생 건수 등은 사업관리를 위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주며, 장비 제조
사별 장애건수는 장비의 안정성 및 성능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해준다.

  2.4 시스템 시험
개발된 시스템은 실험실 규모의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
으며, 한시적으로 사업소에 프로토타입을 적용하여 5일간 1900대의
DCU에 대한 RTT 값을 매 15분 단위로 수집하였다. 인텔
i5-2500(3.3GHz) CPU를 이용하여 수집한 결과, 1900대의 RTT를 수집
하는데 15분당 평균 2분 10초가 소요되었으며, 평균 1,8%의 장애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7> DCU 1900대의 Ping 장애발생건수 및 발생율 그래프

3. 결    론

한전은 2020년까지 저압 2200만 가구에 대하여 원격검침 인프라를 구
축할 예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에는 200만 가구에 대하여 원
격검침 설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의 부재로 대규모
통신장비에 대한 장애내역 파악과 원인 분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침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파악하고, 통신 장애 및 성능 정보를 수집하여 기본적인 장애 원인분석
과 성능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검침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올해 8월까지 시험실 단위의 테스트를 수행하고, 12월까지는 시범
사업소에 적용하여 현장검증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6년 부터는 유
무선 혼복합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MIB을 추가하여 최
종 2200만 저압고객에 대한 원격검침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예
정이다.

[참 고 문 헌]

[1] 지식경제부,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2012.07.
[2] 정남준, 양일권, 최승환, 진영택, “AMI 기반 원격 펌웨어업그레이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 전기학회논문
지, 제61권 제1호, 155-161, 2012.01.

[3] NEMA, "NEMA Smart Grid Standards Publication SG-AMI
1-2009 Requirement for Smart Meter Upgradeability", 2009.

[4] 임은혜, 박병석, 김영현, 최인지, 명노길, “효율적 원격검침시스템 구
축을 위한 집중장치간 연계통신 방법 설계 및 성능 테스트”, 전기학
회논문지, 제59권 제12호, 2337-2343, 2010.12.

[5] 박병석, 유인협, 현덕화, 이상염,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 시
스템 구축”,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87-1989, 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