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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ributed communication architecture based on the peer-to-peer mode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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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overview the current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in Korea and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distribution services which can be provided by the current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istribution system
architecture which is based on the peer-to-peer communication model. In this decentralized architecture the intelligent
FRTUs can initiate data transmission without any interruption of a central server, and can exchange data with other
FRTUs as peers. In order to support the peer-based distribution system, we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new
communication network and suggest a way of improving the current distribution network where we adapt an intelligent
module for protection and restoration, called MASX, and utilize the open communication network protocols. We also
show how the new architecture can enhance major distribution services such as protection, automatic restoration, and
equip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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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배전자동화 시스템은 전력계통 운영기술과 IT 기술
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배전선로용 자동화 개폐
기(FRTU : Feeder Remote Terminal Unit)를 배전사령실에
서 원격으로 감시․제어하고, 고장 구간 자동인식 및 전압,
전류, 파형 등의 선로 운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
템으로서 배전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제어
시스템이다.[1]
배전계통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본다면 보호협조, 고장복구, 설비운영이다. 이러한
배전 계통 운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배전자동
화 시스템은 중앙집중 방식의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
앙에 위치한 서버는 주기적인 폴링(polling)에 의해서 FRTU
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FRTU
들은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고 서버에 종속되어 동작을 한
다.
현재 배전자동화 시스템은 이러한 중앙집중적 구조의 특
성상 계전기들끼리의 상호정보교환을 통한 보호협조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복구 서비스는 FRTU로부터 고
장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후 F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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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분에
걸친 복구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설비 운영은 실시간
감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중앙 집중 구조의 특성상 약간
의 지연 시간을 감수하면서 배전 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협조, 고장복구, 설비운용의 모든 서비스를 보
다 효율적으로 배전자동화 시스템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분산형의 구조로 배전계통의 각 단말
장치 간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환하여 FRTU들이 지능적으
로 동작하도록 해주는 Multi-Agent 단말장치(MASX)[2]의
적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분산형 구조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전자동화 시스템 통신망 구조변화의 필요성이 요
구된다.[3-8]
본 논문에서는 현재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
한 방안으로 분산형 구조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러한 분산형 구조의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배전
자동화 시스템 통신망의 요구사항과 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현재 국내 배전계통의 통신망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
로 MASX를 이용한 배전통신망의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이
용한 보호 및 복구서비스의 성능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다.

2. 국내 배전자동화시스템
2.1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은 원거리에 산재하는 배전선로
용 개폐기들 간에 전압과 전류 등의 계통 운전 정보를 자동
으로 수집하여 중앙에서 개폐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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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자체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전 자동화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개폐기에 연결된 FRTU와 중앙 배
전 서버 간에 데이터를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통신망의 구
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1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기본 구성
Fig. 1 Constitution of DAS
배전자동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FRTU
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대략 100개에서 500개의 FRTU
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독립된 시스템을 구성한다. 하나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은 배전사업소인 지점 혹은 지사를 단위
로 하여 구성되는데 동일한 배전자동화 시스템 내의 FRTU
들은 대략 최대 20km의 범위 안에 위치한다. <그림 1>은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배전계통
의 각 단위 그룹에는 중앙 제어실 내에 배전자동화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DAS) 서버가 존재하며
DAS 서버는 각 그룹 내의 FRTU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제어 정보를 FRTU에 전송한다.
2.2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통신망

고 있다. 현재 국내 배전망은 광선로의 구성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 광선로 구간의 증대에 따라 이 비율
은 높아질 것이다.
<그림2>는 광선로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배전자동화 통
신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광선로에
DAS 서버와 FRTU가 광모뎀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으며 광
모뎀은 E1(2Mbps)으로 광선로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DAS 서버는 광모뎀에 이더넷(Ethernet)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FRTU는 광모뎀에 RS-232 방식의 직렬(serial) 통
신 방식으로 접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배전계통에서는 각각의 FRTU는 DAS
서버를 통해서 주변 FRTU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계통운영 및 복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직렬통신 기반의 중앙집중 방식의 시스템 구조에서는 서버
를 통하지 않고 FRTU간에 직접 필요한 정보교환을 할 수
가 없어 고효율의 분산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배전계통 분산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FRTU간에 직접 통신이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망구조로 구조변화가 요구된다.
<표 1> 국내 배전자동화 통신망 추진 현황 (2004년 12월-KEPCO)
Table 1. Promotion status of DAS communication network
in Korea
구분

망제공자
시설개소
점유율
(%)
모뎀단가
(원)
요금체계
월요금
(평균, 원)
연간요금
(원)

유선방식
무선방식
광방식 전화선 TRS 무선Data CDMA 합계

파워콤
11,101
41.9
272,480
정액제
54,000
71.9억

KT 한전 에어미디어 SKT
6,735 4,125 3,804 290
26.1 16.2 14.6 1.2
473,000 1,284,600 553,488 900,637
정액제 - 정액제 종량제
49,400 0 18,000 17,000
39.9억 0 8.2억 0.6억

26,055
100%
120.6억

3. 통신망 기술의 현황

그림 2 국내 광전송로 기반의 배전자동화 통신망 구조
Fig 2. Structure of DAS communication network based
on an optical communication network in Korea
현재 국내 배전자동화를 위한 통신망은 다양한 전송 매체
와 전송 방식에 기반을 두고 구축되어 있다. <표1>은 현재
배전자동화 통신망을 구성하는 통신 매체의 현황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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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엑세스망 기술로서의 이더넷
이더넷(Ethernet)은 LAN을 대표하는 기술로서 최근 기가
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 보급이 확대되고 10 기가(10
Gigabit) 이더넷의 등장으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더넷 스위치의 사용
과 광케이블의 사용으로 근거리 망 기술로서의 거리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고 MAN/WAN의 범위까지 그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의 망은 초기에는 기존 전화망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
여 구축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속 가입자의 접속 서비
스에 대한 수용증대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고속 가입자 망 기
술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가입자 엑세스망 기술로서
DSL(Digital Subscriber Line), 케이블 모뎀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광 케이블을 이용한 고속 가입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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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고속 무선 가입자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입자와 핵심망을 연결하는 메트로 전송망의 경
우 기존의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기반의
SONET/SDH 망으로 되어 있어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비효율적인 구간으로 남아 있다. 최근 기가비트 이더넷
과 10G 이더넷의 등장으로 시도되고 있는 메트로 이더넷
(Metro Ethernet)은 메트로 전송망 구간을 데이터 트래픽에
적합한 구조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LAN/MAN 기술로서 이더넷이 지속적으로 각
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더넷의 장점에서 비
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더넷은 패킷 교환 방식으로 링크 대역폭을 공유
함으로써 링크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역
폭 당 비용이 저렴하다.
둘째, 이더넷은 LAN 시장에서 성공한 기술로서 이미 대
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칩과 장비의 가격이 다른 기
술의 장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셋째, 이더넷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검증된 기술
로서 망 운영자 및 관리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기술이다.
3.2 IP 기반의 통합망 서비스
인터넷의 보편적인 이용과 함께 IP 중심의 통합화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P 중심의 통합화는 두 가지 관점
에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IP 중심의 전달망으로의 진화이다. 백본망을 비롯하
여 전송망이 점차적으로 IP 트래픽을 전달하는데 유리한 구
조로 통합되어 간다는 점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IP 중심의 서비스 통합화를 말할 수 있
다. 다양한 서비스가 점차 IP 기반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로
이행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의 음성 서비스도
Voice over IP로 대변되는 패킷 기반의 서비스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며 비디오 서비스도 IP 기반에서 제공하는 방향으
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IP 중심의 통합화라는 추세에서 볼 때 배전 자동
화 통신망도 TCP/IP 프로토콜 기반에서 동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현재의 IP 기반
기술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현재의
TCP/IP 기반의 SCADA 망과 공통된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
반에서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웹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력자동화 시스템의 서버와 동일한 플랫폼
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3 전력선 통신(PLC) 기술 현황
현재 전력분야의 통신기술은 계통운영의 상단측인 EMS
및 SCADA 쪽에서는 이미 이더넷(E1) 망으로 사용하고 있
으나 말단측인 배전계통의 통신망의 경우 기술수준 및 신뢰
도 등의 이유로 직렬통신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근래들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력분야 통신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전력선 통신기술(PLC : Power Line
Communication)이다.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 기술(PLC)은 이미 시험화의 단계

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여러 응용 분야에서 가능성
을 보여 주고 있다. 전력선 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구
축되어 있는 전력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의 투자비와 운
영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PLC의 응용은 적용 구간에 따라서 22.9kV의 고압선 구
간, 220V의 저압선 구간, 그리고 옥내의 세 구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엑세스 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압선 구간과
저압선 구간이며, 옥내 구간에서 PLC 통신은 홈 네트워킹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저압선 구간의 통신은 PLC 모뎀과
FRTU의 연결을 통해서 기기의 제어 정보의 전달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PLC는 정전구간이 발생되었을 때 정전구간 내에
서는 통신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전자동
화 시스템 통신망에 적용을 하기에는 복구기능을 적용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AMR
(Automatic Meter Reading)과 인터넷망이 적합한 응용 분
야로 예상되며 추후 연구에 따라 응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4. 새로운 배전자동화 통신망의 요구사항
4.1 노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분산형 구조
앞으로의 배전계통에는 많은 지능화된 기기들이 도입될
것이다. 기기의 지능화는 배전자동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다. 이러한 기기들은 배전자동화 시스템에서 통신망을 구성
하는 노드로서 동작하게 된다. 향후 배전 자동화 통신망이
지향할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드간의 통신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각 노드들은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필
요성을 판단하여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해당 노드에 요청해
서 즉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모든 노드는 필요에 따라 클라이언트 혹은 서
버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FRTU 간에 정보의 교환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DAS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FRTU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를 모두 포함하여 다:다 통신
이 가능한 분산형 통신망 구조를 가지는 P2P(Peer-to-Peer)
로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피어 모델
(Peer Model)은 앞으로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분산형 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전자
동화 시스템의 효율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모든 노드는 자신을 인
식할 수 있는 고유의 주소(Address)를 가져야 한다. 고유한
주소를 갖는 것은 노드 간에 피어 모델에 의한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드의 주소는 별도의 주
소 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 보편적인 망 주소로 사
용되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 프로토콜(IP)의 주소를 사용하
는 것이 자연스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모든 노드가 고유
의 주소를 갖는 것은 노드 간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배전 계통 구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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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지능화와 분산형 구조의 가장 큰 이점은 새로운
서비스 수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호
와 복구의 이점은 물론이고 설비 운영 측면에서도 이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배전 설비에 센서를 내장하여 온라인 상
태를 감시할 경우 센서 노드가 하나의 통신망 내에서 고유
한 노드로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응용 서비
스가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형 구조
는 향후 배전자동화 통신망이 유비쿼터스 망(Ubiquitous
Network)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4.2 통신 프로토콜
배전자동화 기술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변전소에서
배전 계통을 포함하여 수용가까지 이르는 전기 설비의 실시
간 제어(Real-time Control)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배전계통 그리고 수용가에 이르
는 통합망의 설계와 구성이 요구된다.
통합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
저 다양한 통신 매체 위에서 투명하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공통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공통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특정 집단에서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모든 망에서 현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용이하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토콜
(Open Protocol)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전망, 배전망, 수용가를 포함한 전체 전력계통의
구성 요소들 간에 실시간 제어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신할
수 있는 공통된 응용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이것은 다양한
기능의 시스템 요소들 간의 정보의 전달 뿐 아니라 서로 다
른 벤더(Vendor)들의 제품 간에 상호 호환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더넷 기반의 TCP/IP 프로토콜은 모든 망을 통합
하는 프로토콜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망 서비스는 점차 웹(Web) 기반의
서비스로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 향후 IPv6의 도입과 함
께 모든 장치는 IPv6 주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P 프로
토콜은 더욱 보편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배전자동화 통신망을 TCP/IP망으로 이행할 경우 송배전
망의 SCADA 망을 포함한 통합 전력망의 구축이 가능해진
다. 또한 다양한 통신방식 위에서 통일된 프로토콜에 의한
망의 구축과 배전 통신 프로토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3 Ethernet과 TCP/IP 기반의 DNP 3.0 프로토콜 스택
Fig 3. DNP 3.0 protocol stack base on TCP/IP and Ethernet
<그림 3>은 이더넷 상에서 TCP/IP 기반의 DNP 3.0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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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 스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 스
택을 기반으로 할 경우 응용 프로토콜로서 DNP 3.0 외의
IEC의 통신 프로토콜의 사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신 구조 기반에서는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토콜을 수용할 수 있다.
4.3 보안(Security)
현재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통신망은 폐쇄적인 망으로서
물리적인 침입에 의한 공격 이외에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의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형 프로토콜 기반의 망으로 발전할 경우 네트
워크 공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
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현재 인터넷 망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기술은 대칭키 혹은 공개키
기반으로 메시지의 내용의 암호화와 전자 서명을 통한 인증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배전망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
지점이다. 현재 배전망의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버와 FRTU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프
로토콜 계층이다. 적용할 수 있는 계층으로는 응용 계층,
TCP, IP, 그리고 링크 계층이 존재하는데 각 계층에서 상이
한 방식의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계
층에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가에 따라 상위 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보안 알고리즘의 선택이
다. 보안 알고리즘은 공격의 유형과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
하여 전체 시스템에 보안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부하을 최소화하며 보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도록 한다.
보안의 어려운 점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에
대한 방어책이 수립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배전망에서
특별한 공격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침입탐지시스템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4.4 통신 서비스 품질
현재의 배전망에서 FRTU와 DAS 서버는 산발적이고 적
은 양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
려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 통신망에서 FRTU는 직렬 통신
기반의 저속의 통신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 전송 지연에 대
한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통합망
으로 발전하면서 FRTU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제
공할 경우 데이터의 전송량도 증가할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서비스 품질(QoS)을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망의 능력(capabilities)”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배전망의 사용자, 즉 서버와 FRTU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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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요구사항은 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원격 제어, 원격 측정, 원격 감시, 원격 설정 등
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연시간의 보장이
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배전 통신망이 제
공해야할 능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신망은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자체 복구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오류
는 극히 낮아야 하며, 통신 프로토콜은 전송 오류를 처리하
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실시간 감시 제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 전송 지연 시간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 즉, 한 노드에
서 전송된 데이터는 일정 시간 안에 목적노드(destination
node)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새로운 배전자동화 통신망 구조의 단계적 적용방안
5.1 배전자동화 시스템 통신망의 이더넷 적용
앞서 3.1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더넷의 장점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입증된 바 있으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보편적인 데이터 통신망 구조로서 경제성을 고려하
였을 때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계통 프로토콜의 표준화에 따
른 CIM(Common Information Modeling)과 IEC 61850(변전
소 자동화 프로토콜) 등의 출현과 같이 LAN 기반의 통합운
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배전자
동화 시스템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통의 전체적인 통합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EMS 또는 SCADA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망에 맞추어
배전계통과 같은 하단 측에서도 이더넷 구조로 배전계통의
통신망 구조를 바꾸는 것이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바람직하다.
5.2 단계적 적용의 필요성
2.2절에서 설명한 현재 국내에 널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 전송망 기반의 배전 통신망을 모두 단시간 내에
이더넷 기반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약 3만대의 직렬 포트(serial port)만 지
원되는 자동화 개폐기가 배전계통에 설치되어있다. 따라서
이더넷 방식의 배전자동화 시스템 통신망 구조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3만대의 FRTU를 모두 교체해야 하므로 경제적
인 비용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사동기식 혹은 동기식 전송 방식(PDH/SDH)
기반의 광 전송망의 변경은 망 사업자의 영역에 속하는 과
제이며 전력 회사는 단지 이 망을 FRTU 간의 통신에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전 통신망의 발전은 엑세스 망
의 구축 정도에 의존하게 되며 배전 통신망의 발전은 이러
한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5.3절에서는 현재의 광 전송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와

메트로 이더넷 기반의 엑세스 망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구별
하여 배전 통신망의 구조를 제시한다. 전자의 경우 현실적
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
전 통신망의 개선 방안으로 MASX 단말장치의 적용을 통한
방안을 제시한다.
5.3 MASX 기반의 배전 자동화 통신망의 구조
MASX는 배전 계통 서비스로서 요구되는 보호협조, 복구
자동화, 설비운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이다.
MASX를 장착한 FRTU는 중앙 DAS 서버를 통하지 않고
FRTU 간의 P2P 통신을 할 수 있다.
MASX를 현재의 배전 통신망에 적용할 경우 MASX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로서 광모뎀에 접속을 하게 되며, MASX
가 FRTU의 일부 기능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FRTU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광 모뎀에 접속하도
록 한다.
광 전송망에 접속하는 FRTU는 광모뎀의 PDH/SDH 인
터페이스를 통해서 광 전송망에 접속한다. 따라서 FRTU 간
의 이더넷 속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 전송망에
접속하는 광모뎀의 인터페이스를 고속의 인터페이스로 변경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이더넷 적용을 위한 MASX의 적용 구조
Fig 4. Application structure for applying Ethernet
<그림 4>는 MASX를 적용하여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
용한 광 전송망 기반의 배전 자동화 통신망을 보여주고 있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SX 간에 데이터의 교
환은 Ethernet-E1-Ethernet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망 구성은 단순히 MASX가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광모뎀에 연결된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특징은 없
지만, 현재 배전자동화 시스템에 분산형 구조를 적용하여 지
능화된 FRTU 간에 직접 연결을 통하여 P2P 통신이 가능하
도록 한다. 이러한 통신망을 통하여 보호협조와 복구 자동
화의 새로운 배전 자동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4 향후 배전 자동화 통신망의 구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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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광모뎀을 통하여 광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통신을 할 경우 FRTU간에 이더넷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광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은 광모뎀의
직렬 통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RTU에서
DAS 서버로 연결되는 엑세스 망을 이더넷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10G 이더넷을 지원하는 이더넷
스위치로 구성되는 메트로 이더넷망을 통해서 가능하다. 메
트로 이더넷은 기가비트 혹은 10G 이더넷 링크를 통하여
FRTU에서 DAS 서버까지 완전한 이더넷 기반의 통신이 가
능하도록 한다.
향후 배전 통신망은 이러한 완전한 이더넷 기반의 망 구
성과 함께 IP 기반의 서비스 망으로 발전하게 되며 따라서
TCP/IP 기반의 SCADA 망과 통합망을 구축하고 NDIS(약
자) 서버와 전력 관리 웹 서버와 동일한 플랫폼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6.1 보호협조 성능향상
현재 배전계통에서 과전류 보호기기들의 정정협조 과정은
먼저 말단 보호기기의 최대부하를 고려하여 정정하고 그 상
위단의 보호기기가 하위단의 보호기기와 협조할 수 있도록
최소동작전류 탭을 정하고 동작시간차가 나는 T-C(TimeCurrent) 커브를 선택한다.

지한 보호기기가 보호협조를 이루어야 할 하위단 보호기기
에 고장표시기 동작 유무 정보를 묻고 주고받는 정보를 통
해 고장구간을 찾아내는 판단기능을 갖는다면, 쉽게 고장 발
생 구간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주 보호
및 후비보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1번이 2번에게, 2번은 3번에게 고장표시기 동
작 정보를 확인하고, 3번이 고장표시기 정보가 발생되었다면
1번이나 2번은 주보호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비보호
기능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3번이 4번에게 고장
표시기 동작정보를 문의하였을 때, 답변이 없거나 고장전류
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으면, 3번은 바로 주보호기
능을 수행하여 고장을 제거해야 하며, 4번에게도 개방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고장제거 후에는 상위단 보호기기들에게 고
장제거 성공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여 후비보호동작을 수행하
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P2P 정보전달을 이용한 보
호협조 방법이 현장에서 직접 쓰일 때에는 통신장애 또는
보호기기의 다중고장에도 적절하게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간협조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보호협조 알고리즘이 고안되어 사용된다면,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작시간에 의한
보호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통신장애가 없고 보호협조를
위한 통신시간이 기존의 시간협조보다 빠르다면, 더 빠르게
주보호 또는 후비보호를 할 수 있어 보호협조의 성능이 향
상될 수 있을 것이다.
6.2 복구자동화 성능향상

그림 5 보호기기 간의 보호협조 방식
Fig 5. Protection and cooperation method among the
protective equipments
예를 들어 <그림 5>의 2번 기기와 3번 기기는 서로 협조
를 이룬다. 3번 기기의 보호구간에서 고장이 일어나면 동작
시간이 빠른 3번 기기가 주보호로 동작하여 3번 기기 전원
측의 부하에는 지장 없이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3번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경우 후비 보호로
써 최소∆ 만큼의 시간 뒤에 2번 기기가 동작하여 변압
기 등의 전력설비를 고장전류로부터 보호한다. 여기서 동작
협조시간 ∆ 는 계통의 보호계전방식에서 정해진 시간차
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협조 방식이 배전선로의 모든 고장을
100%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t
도 수초 이내가 아닌 수십 초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보
호기기간에 P2P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 보호협
조의 이와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호기기 3번과 4번 사이에서 고장이 발생
하면, 고장발생으로 인한 고장표시기 정보는 1,2,3번 보호기
기로부터 감지될 것이다. 이때 P2P 통신으로 고장전류를 감

그림 6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복구 과정
Fig 6. Restoration process of DAS
현재 배전자동화 시스템 방식은 <그림 6>과 같은 방식으
로 중앙에서 모든 정보를 받고 판단한 후에 복구와 관련한
제어명령을 일일이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림 7>과 같은
계통에서 현재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이 <그림 8>의 결과와
같은 정전복구를 한다면 정확한 고장구간 검출을 위해 계통
으로부터 중앙으로 올라오는 통신지연 또는 유실을 고려하
여 모든 node와 통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 횟수는 각
각의 정보취득을 위해 14개의 노드와 한번 씩 통신을 한 후
복구해를 계산하고, 복구동작을 위해 8개의 node가 스위칭
동작을 하므로 8번의 통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총 22번의
통신이 필요하며 통신 소요시간도 1:1 통신구조인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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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의 통신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그림 7 예제 배전계통
Fig 7. Example distribution network
하지만 <그림 8>과 같은 분산형 복구 시스템은 그 효율
이나 시간 면에서 매우 차이가 난다. 중앙으로 전송해야 하
는 14번의 통신은 각 node들이 스스로 FI 발생에 따라 인근
node와 분산형 통신망을 통하여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신속하게 고장구간을 검출하여 분리하므로 통신 우선순위에
서 밀리게 된다. 따라서 복구동작에서 14번의 통신 횟수는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위한 최대 2번의 통신 횟수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node들이 고장구간을 검출하게 되면 분산형
통신구조로 인하여 상호간에 정전복구 명령을 전송하게 된
다. 같은 예제계통이므로 스위칭을 해야 하는 node가 8개
이지만 다:다 통신이 가능하므로 병렬적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신 횟수가 필요하더라도 통신 소요시간은
8회의 소요시간에서 3회의 소요시간으로 <표 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정전복구가 완료된다.

표 2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의 복구동작 통신소요시간 횟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necessary time number for
restoration of center and distributed type
구분
중앙집중형
분산형
8개
스위칭 (Close : 1, 8, 9, 14 (Close :8개
1, 8, 9, 14
동작개수 Open : 2, 3, 5, 11)
Open : 2, 3, 5, 11)
1 D-2 : Open
2-1 : Close, 3-5: Open
2 D-3 : Open 3-11 : Open, 5-8 : Close
: Close 3-14 : Close, 11-9 : Close
통신 34 D-1
D-5
전송 5 D-11 :: Open
Open
횟수 6 D-8 : Close
7 D-9 : Close
8 D-14 : Close
복구 소요시간 또한 분산형 복구 시스템을 PC 기반으로
Visual C++를 이용하여 꾸민 결과 차단기 동작시간을 제외
한 소요시간이 LAN의 경우 1초 정도, CDMA의 경우 43초
정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전의 일시고장 복구시
간(5분)에 비하여 1분 이내로 줄어든다는 것을 <그림 9>와
같이 데모시스템을 꾸며 입증하였다.

7. 결론
현재의 배전자동화시스템은 배전계통 운영에 있어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배전자동화 서비스의 가장 중
요한 보호협조와 복구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의 중앙집중식
구조와 통신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갖는다. 본 논문
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으로 배전자동화 시
스템의 FRTU 간에 직접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P2P 기반
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P2P 구조를 현재 배전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배전자동화 통신망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배전 통신망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통신망의 구조는 현재의 배전
통신망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향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좀 더 고도의 통신망 구조로서 발
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분산형 복구 과정
Fig 8. Distributed restoration process
복구동작에 있어서 연계구간과의 구분을 지어주는 상시연
계점을 우선순위로 Close 할 경우 이중 전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명령에서 Open 명령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따
라서 <그림 8>에서의 점선은 Open 명령을 나타내며 실선
은 Close 명령 전송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예제 배전계통 대상 분산형 복구 데모시스템
Fig 9. Distributed restoration demo system by example
distribu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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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이 새로운 분산형 구조의 배전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배전자동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서비스 즉, 보호협조와 복구 자동화에서 성
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예제계통을 기반으로 데모시스템
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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