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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을 매개체로 하여, 

AMR(원격 검침) 서비스와 전력 부하 제어 서비스 등의 전력회사를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홈 

네트워킹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기술이다. 최근 PLC 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PLC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PLC 네트워크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PLC 네트워크는 PLC 기술을 제공하는 chipset 벤더 별로 독립적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각 chipset 벤더 별로 Private한 관리 정보(Management Information Base, 

MIB)를 정의하고, EMS(Element Management System)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상태는 다양한 벤더의 PLC 장비가 혼재하는 PLC 네트워크(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는 다양한 벤더의 PLC 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PLC 관리 시스템(Integrated PLC Management System, IPMS)을 구현고자 한다. 

 
   I. 서론 

 
전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력선에 고 
주파 데이터 신호를 실어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1, 2]. 
최근에는 200 Mbps PLC 장비가 상용화되는 등 PLC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이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전력선을 통신 
수단으로 활용하여 접근망(access network) 뿐만 아니라 
백본망(backbone network)까지 구축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AMR(원격 검침) 서비스, 홈 네트워킹 
서비스 및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 등 PLC를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4]. 위와 같이 PLC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개발되고 PLC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PLC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PLC 네트워크는 대체적으로 다음 4개의 주요 
벤더들이 제공하는 chipset으로 만들어진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1) DS2 [5], 2) Intellon [6], 3) Xeline [7], 
4) Panasonic [8]. 현재는 각각의 chipset 별로 독립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PLC 네트워크 장비들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단체 및 산업체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에 
기술표준원이 다양한 업계와 기관이 참여한 ‘고속 PLC 
표준 기술연구회’ 활동을 통해, 고속 PLC 서비스를 

위한 물리계층(PHY) 및 매체접근제어 (MAC) 계층에 
대한 한국 표준규격을 완성하여 고시하였다. 국외에서는 
IEEE P1901 Working Group [9]을 중심으로 고속 PLC 
기술의 Physical Layer와 MAC Layer규격(Specification)에 
대한 국제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고속 PLC에 대한 국제 
표준은 2008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속 PLC 기술의 상호호환성을 위한 Physical 
Layer와 MAC Layer의 활발한 표준화 활동과 반대로, 
다양한 벤더의 PLC 장비가 혼재하는 PLC 네트워크인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의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각 주요 벤더 
별로 자체적으로 Private한 PLC MIB과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후에 다양한 장비들이 서로 혼재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면 각 벤더에서 제공하는 PLC 
MIB과 관리 시스템만으로는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PLC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중복된 정보가 많은 모든 
PLC MIB들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 장비의 공간 
활용도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관리 정보(MIB)의 수정 
및 유지보수의 복잡도가 증가한다. 둘째, 해당 벤더별 
관리 정보의 OID를 찾아서 SNMP Massage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서버에 주는 부담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벤더의 PLC 네트워크 특징을 고려하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의 
개발 load가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개발된 
PLC 관리시스템은 PLC 장비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위해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 관리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본 연구는 2007 년도 두뇌한국 21 사업과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A-2007-(C1090-0701-0045))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벤더의 PLC 장비들로 구성된 

대규모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특정 벤더에 의존적이지 
않고 일반화된 PLC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 PLC MIB을 
설계하고, 설계된 MIB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Web 기반의 IPMS(Integrated PLC Management 
System)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써, PLC 네트워크의 구조와 현재 PLC 네트워크 
관리 동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표준 PLC MIB 
설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IPMS의 
요구사항과 설계 구조에 설명한다. 5장에서는 설계한 
구조를 바탕으로 한 IPMS의 구현에 설명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II.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관련연구로 PLC 네트워크의 구조와 
PLC 네트워크의 관리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PLC 네트워크 구조 

PLC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고압 
배전선로를 이용한 MV(Medium Voltage) PLC와 저압 
배전선로를 이용한 LV(Low Voltage) PLC로 나눌 수 있다 
[10]. MV PLC는 변전소에서 가정 앞까지 오는 변압기까지 
22.9 kV의 고압 전력선을 이용하고, LV PLC는 변압기에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220V의 저압 전력선을 이용한다. PLC 
네트워크는 마스터 모뎀, 슬레이브 모뎀, 리피터 모뎀, 
MV/LV Gateway 등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11]. 
마스터 모뎀은 광 네트워크, xDSL이나 케이블 네트워크 
같은 백본망과 PLC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리피터 모뎀은 PLC 모뎀들 사이의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슬레이브 모뎀은 데스크탑 
등의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장비와 전력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MV/LV Gateway는 LV PLC와 MV PLC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위와 같은 장비들이 PLC 
네트워크의 관리대상이 된다. PLC 네트워크 
운영센터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와 같이 구축된 PLC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PLC 네트워크 구조 

 
2.2 PLC 네트워크 관리 기술 동향 

현재 PLC 네트워크는 대체적으로 DS2, Intellon, 
Xeline, Panasonic, 4개의 주요 벤더들이 제공하는 
chipset으로 만들어진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벤더 모두 SNMP 기반의 PLC 네트워크 관리 체제를 

구축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DS2와 Xeline은 자체적으로 
Private PLC MIB을 정의하여, 자사의 PLC 장비를 위한 
SNMP 에이전트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EMS(Element Management System) 
수준의 관리시스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Intellon과 
Panasonic은 그들의 chipset을 위한 private PLC MIB을 
독자적으로 정의하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 장에서는 Xeline과 OPERA의 관리구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Xeline은 chipset 뿐만 아니라 PLC 모뎀을 
비롯한 PLC 장비들과 PLC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같은 
PLC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한국의 벤더이다. 
Xeline의 관리구조는 각 PLC 장비가 SNMP 에이전트를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NMP 매니저와 PLC 모뎀 
사이에 EU(EMS Unit)라는 Proxy 에이전트를 두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Proxy Agent는 관리 매니저로부터 
받은 SNNP 메시지를 PLC 모뎀에서 제공하는 
사적인(Proprietary) 메시지로 변환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OPERA [12]는 스페인의 DS2사가 주축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전력선 통신 표준화 
프로젝트로서 유럽 전역에 PLC 기술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PLC 시스템들의 표준화 및 다양한 서비스와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OPERA의 관리 구조는 모든 
PLC 장비들이 IP 어드레스와 SNMP 에이전트를 가진 
관리 대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SNMP 매니저에 
의해 PLC 모뎀의 관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III. 표준 PLC MIB 설계 
 

이 장에서는 표준 PLC MIB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2는 다양한 벤더의 PLC 장비로 구성된,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 구조이다. 각 벤더 별로 독립된 셀로 PL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2.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  

 
기존 PLC MIB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관리하기에는 서론에 제시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PLC 
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관리 정보가 표준 PLC 
MIB으로 정의되고, 각 벤더 별로 특수한 관리 정보는 
Private MIB으로 따로 정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표준 PLC MIB을 정의하였다  
[13]. 표준 PLC MIB은 유럽의 OPERA단체가 정의한 PLC 
MIB과 한국의 Xeline MIB에서 정의한 PLC MIB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으로, 모든 PLC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관리 정보(MIB)로 
이루어져 있다 [13]. 즉, 특정 업체의 PLC 장비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PLC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관리 정보이다. 표준 PLC MIB은 그림 3과 같이 
system, interface, plcInfo, trap의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표준 PLC MIB 구조 

 
IV. IPMS 설계 
 

이 장에서는 IPMS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된 구조를 설명한다. 

 
4.1 요구사항분석 

IPMS은 그림 2와 같은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3장에서 설계한 표준 PLC MIB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 뿐만 아니라 표준 PLC MIB을 지원하지 
않는 기존의 다양한 벤더의 PLC 장비들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OPERA 망과 같이 모든 
장비에 SNMP 에이전트를 탑재한 구조뿐만 아니라 
Xeline 망과 같이 장비에 SNMP 에이전트를 탑재하지 
않은 Proxy 에이전트 구조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복수의 셀로 구성된 다양한 벤더의 PLC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IPMS의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PLC 장비의 등록, 정보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고, PLC 
장비 간의 연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구성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성능장애가 발생시 Trap을 
발생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장애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장애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성능관련 
데이터를 처리(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성능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가입자 
정보를 조회,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가입자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변경하고, 등급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IPMS의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MS는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 PLC MIB을 지원하지 않는 기존의 PLC 
장비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IPMS는 다양한 
장비 및 관리정보의 추가, 수정, 삭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다른 모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모듈들이 기능적으로 독립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IPMS은 수천만 개 이상의 
관리대상 장비를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천 
건의 서버 부하 발생 시에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 
대용량 처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Multi-tier 
기반의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중 플랫폼을 지원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4.2 IPMS 구조 

이 장에서는 4.1장에서 분석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한 IPMS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림 4는 
IPMS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4. IPMS 구조 

 
IPMS는 3-Tier 구조로 F/E(Front End) Server, 

Middleware Server, Gateway Server로 구성되어 있다. F/E 
Server는 Presentation Tier로 Web 기반의 Client와의 
통신을 담당한다. Middleware Server는 Data Tier로 DB 
관리를 통해 F/E Server와 Gateway Server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ateway Server는 관리장비와 
통신하여 실질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하는 Business 
Tier이다. DB에는 PLC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장애관리기능, 성능관리기능 등의 Business Logic과 
데이터 구조에 관한 정보와 표준 PLC MIB을 지원하지 
않는 PLC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기존 PLC MIB의 
관리정보와 표준 PLC MIB의 관리정보의 OID mapping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IPMS가 표준 PLC MIB을 
지원하지 않는 장비를 관리할 때는, DB에서 저장되어 
있는 OID mapping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의 해당 
벤더 Private MIB의 OID를 얻어 관리하게 된다.  

TNBS(Transaction based Service)는 Transaction을 
관리하는 Transaction Manager와 Transaction Manager에 
특정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만 Plug-In 되어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Business Logic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interface SO(Shared Object)로 구성되어 있다. Transaction 
Manager에서는 다른 Tier와의 통신만 담당하게 되어 
있고, Business Logic에 대한 통신은 interface SO에서 
담당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유연한 구조로 
인하여 Middleware로 집중되는 서버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성능 용량을 가질 수 있다. 

Transaction Manager는 Request Dispatcher를 통해 
사용자의 Request를 처리하고, 장비로부터 오는 
Notification과 Response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Task 
Manager는 운영자가 XML로 정의된 설정파일을 통해 
Task를 실행하면, Gateway 서버에서 실행되는데, 이 
Task를 처리하고, 스케줄링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Object 
Manager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의 저장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NMS의 Business Logic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모델링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Communication Manager는 통신 Protocol 별로 
관리장비와의 통신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Client와 F/E Server는 HTTP를 통해서 통신하고, F/E 
Server와 Middleware Servers와 Gateway Server는 
Transaction Manager에서 제공하는 연동 API를 통해서 
통신한다. XML 기반의 3-Tier 구조를 택함으로써, 다중 
플랫폼을 지원하고, 이기종 H/W 증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켰다. 

 
V. IPMS 구현 
 

이 장에서는 4.2장에서 설명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 
IPMS의 구현에 대해서 설명한다. IPMS는 윈도우 XP 
기반 하에 JDK 1.5와 eclipse를 활용하여 구현을 하였다. 
DB는 Oracle 10g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를 JDBC 통해 
접속하여 필요한 관리 정보를 Middleware Server가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SNMP 라이브러리는 
AdventNet [14]에서 제공하는 SNMP API를 사용해서 
구현하였다. 

IPMS는 4.1장에서 제시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는 IPMS의 PLC 장비를 관리하는 User Interface를 
보여준다. IPMS는 웹 기반으로 구현되어, 관리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다. IPMS의 main 
페이지를 살펴보면, 위쪽에는 각 관리기능 (장애관리, 
구성관리 등) 별로 메뉴 버튼이 있고, 왼쪽에는 PLC 
장비의 연결 정보를 Tree View로 계층적으로 보여준다. 
원하는 지역이나 PLC장비를 선택하면, 중앙 화면에 해당 
PLC 장비들의 MAC 어드레스, 동작상태, 등록상태, 
사용자정보와 같은 관리 정보가 보이게 된다. 

 

 
그림 5. IPMS User Interface 

VI. 결론 
 

전력선을 이용한 PLC 기술은 경제성과 접근의 
용이함으로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최근 
PLC를 활용할 부가서비스가 개발되고 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PLC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PLC 기술의 MAC Layer와 Physical Layer에 대한 
왕성한 표준활동과 달리 PLC 네트워크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정 업체에 의존적이지 
않고 일반화된 PLC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표준 PLC 
MIB을 설계하고, 대규모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Web 기반의 IPMS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멀티 벤더 PLC 네트워크의 
통합적인 관리기술과 PLC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국내외적인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현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실제 대규모 PLC 네트워크 관리에 
적용하여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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