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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TS 시스템에서 측정하는 분포온도 데이터는 지 이블
의 상태 감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온도센서
로부터 획득되는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 이블의 상태 감시  
실시간 허용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사례 기반의 모니터링 GUI를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의의 
지 이블 시스템에 용이 가능한 GUI 설정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블의 동 허용용량 산정 모듈, 분포온도 해석 모듈, 경보 모듈, 설정 모
듈, 이력조회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1. 서    론

  력수요의 지속 인 증가는 송 선로 증설에 한 필요성을 수반하
며, 특히 도심지에서의 송 선로는 민원  환경 인 요인으로 인하여 
지 이블로 신설되거나 기설 가공선로를 지 이블로 체되는 추세
에 있다. 특히 지 이블  직매식 이블은 그 설치환경 특성상 시각
에 의한 상시 감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 이블이 보통 부하 집  
지역에 설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블의 사고 방  사고 발생 지
을 신속히 찾아내기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지 이블의 온도 데이터는 이블 자체의 이상  
이블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요인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블의 허용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요한 입력 데이터가 된다. 이블의 온도측정 수단으로서 분포온도센
서(DTS : 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는 기존의 포인트 센서가 한 
지 의 온도만을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데 비하여 섬유가 설치
된 구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섬유가 이블과 동시에 설
치될 경우 이블의 구간 온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모니터링 시스템
에서 활용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DTS로부터 획득되는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
이블의 상태 감시  실시간 허용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
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사례 기반의 모니터링 GUI를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의의 지 이블 시스템에 용이 가능한 GUI 설정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블의 동 허용용량을 산정하는 모듈, 분포온도 
데이터를 재해석하여 이블의 상태를 감시하는 모듈, 과거의 경보 데이
터  온도 데이터를 조회하는 모듈 등 6개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된다.

2. 본    론

  개발된 이블 상태 감시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DTS 시스
템은 이블의 분포온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내부 으로 일 형태로 
장하고, 감시 시스템이 순시 으로 일을 모니터링하다가 갱신된 내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용이 있으면 읽어오는 형태로 구축된다. 이블의 도체부터 PE 시스까
지 모든 구성요소의 크기 정보, 열용량, 열 항 정보 등이 이블 모델 
데이터로서 감시 시스템 내부에 장되어 있으며, 이블의 류값은 
SCADA에서 원격으로 송을 받거나 이블에 설치된 계기용 CT로부
터 USB 데이터 카드를 이용하여 값을 받는다. DB 서버는 이력조회 기
능을 하여 과거의 데이터를 장하며, 감시 시스템은 DB 서버가 없거
나 연결이 끊겨도 단독으로 동작할 수 있다.

  2.1 동적허용용량 산정 모듈
  XLPE(Cross Linked Polyethylene) 지 이블의 허용용량은 연체 
성분의 열 한계를 고려하여 이블 도체의 최  온도를 9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온도 한계가 XLPE 이블의 허용 류를 결정한
다. IEC60287이나 IEC60853 등의 국제 규격을 바탕으로 한 허용 류 계
산은 도체의 한계 온도값에 이를 수 있는 부하 류를 정상상태 조건으
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이는 이블의 열용량 등 동 인 요소를 고려하
지 못하므로 이블이 동  허용용량보다 낮은 수 으로 운 될 수 있
다. 지 이블의 운 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실시간 허용
류 산정 시스템(DRS : Dynamic Rating System)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실선로 운  상태에서 측정이 어려운 도체 온도를 추정하여 이블의 
동 허용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2]. 본 시스템 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블의 실시간 허용용량을 산정하며 그림 2는 모니터링 시스템  동
허용용량 산정 모듈을 나타낸다. 이 모듈은 크게 ‘48Hr Dynamic 

Cable Rating Curve'와 ‘Permitted Duration/Load’로 구성되며, 각 기능
은 다음과 같다.
 1) 48Hr Dynamic Cable Rating Curve
  재 상태를 기 으로 향후 48시간 까지의 허용용량을 그래 로 표
하여 시간에 따른 이블 허용용량의 추이를 알 수 있다.
 2) Permitted Duration/Load
  Permitted Duration은 임의의 류값을 입력했을 때, 재 상태를 기
으로 향후 얼마동안 입력된 류값이 흐를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Permitted Load는 시간을 입력했을 때, 향후 그 시간 동안 흐를 수 있
는 류값을 계산한다.

   2.2 분포온도 해석 모듈
  그림 3의 분포온도 해석 모듈은 DTS 장비에서 측정한 온도 데이터와 
동 허용용량 산정 모듈에서 계산된 도체 온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림 2> 동적허용용량 산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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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포온도 해석 모듈

<그림 4> 케이블 도체~표면까지의 온도 프로파일

온도 데이터를 재해석하여 주변 지역 비 온도의 돌출부와 동일한 지
을 상으로 시간 비 온도의 돌출부를 탐지해낼 수 있다. 이 모듈은 

‘24Hr Bottle Neck List'와 ‘Cable Surface and Conductor Temperature 
Profile'로 구성되며, 각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24Hr Bottle Neck List
  최근 24시간 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간의 최고 이블 표면 
온도(Tcs_max) 지 을 찾는다. Tcs_max를 갖는 지 이 해당 이블의 
허용용량을 결정하며, 표에 있는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Tcs_max가 
발생했던 시간과 지 의 이블 도체로부터 표면까지의 온도 로 일
을 그림 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2) Cable Surface and Conductor Temperature Profile
   시 의 Tcs_max인 지 (Current BN)과 24시간 동안의 Tcs_max
인 지 들(BN Collection)을 표 하여 BN Collection이 특정 지 에 집
 

<그림 5> 경보 모듈

<그림 6> 이력조회 모듈

되어 있으면 이블에 사고 유발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블의 
분포온도가 체 으로 높을 때 보다 특정 부 에서 온도의 돌출 상
이 나타나면 안 성 면에서 더 험할 수 있으므로 재해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리별, 시간별 온도 돌출부 를 탐색한다.

   2.3 설정 모듈
  사례 기반의 GUI 개발이 아닌 임의의 지 이블 시스템에도 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하여 설정 모듈에 지 이블과 이블의 포설 형
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속함  터 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하 다. 채 과 회선을 구별하여 DTS 장비에 연결된 
모든 이블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지 이블의 선로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경보는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경보에 따라 경보 수 을 두 단계로 나 어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다.

   2.4 경보 모듈
  경보는 이블 표면 온도, 이블 도체 온도, 이블 도체 온도 편차, 
속상간 온도차, 거리별/시간별 온도 돌출, 허용 류, DTS 이져, 

DTS 센서 이블의 이상 여부를 감지하며,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음을 
발생시키며 그림 5와 같은 경보 모듈로 자동 이동한다. 한 경보 발생 
상황을 감시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기 하여 요약된 경보 내용의 
SMS 문자가 기설정된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송된다.

   2.5 이력조회 모듈
  이력조회 기능은 크게 경보 데이터에 한 이력과 그림 6과 같은 온
도 데이터에 한 이력으로 구성되며 조회기간과 조회옵션의 기능은 동
일하게 사용된다. 검색 기간은 당일, 1개월 등과 같이 특정 기간별로 설
정될 수 있고 임의의 기간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그림 6에서 조회 상 
데이터는 이블 표면 온도(Tcs) 등 항목 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단 (1분, 1시간, 1일, 임의설정)의 간격 별 데이터가 자동/수동으로 
환되며 차트에 나타난다. 출력 기능은 차트 자체를 이미지로 출력할 수 
있고, 엑셀 일로 출력할 수도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TS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되는 온도 데이터, 이블 
모델 데이터와 류값을 기반으로 지 이블의 상태 감시  실시간 
허용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우즈 XP 기반에서 
C#으로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사례 기반의 모니터링 GUI를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의의 지 이블 시스템에 용이 가능한 GUI 설정 
기능을 갖추었으므로 별도의 GUI 추가 개발 없이 다른 지 이블 시
스템에도 용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지  이블의 온도  허용용
량에 계된 안 도 감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년 으로 한
의 실계통에 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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