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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계통 운 을 하여 사용되고 있는 에 지 리시스템
(EMS)의 다양한 계통해석 로그램들이 온-오 의 환경에서 원의 
계통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EMS 환
경에서 계통해석 로그램 운 에 한 성패는 로그램 자체의 효율성
과 신뢰성도 요하지만, 로그램 운 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랫폼의 
성능으로부터도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EMS 계통해석 환경의 구축
에서 시스템 랫폼 성능과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 력회사들이 운 하고 있는 EMS 환경에서의 력계통해석 응용
로그램들을 효율  리하고 운 하기 하여 이용되는 시스템 랫

폼 기반의 Network Application Manager (NAM)에 한 로세스 아키
텍쳐의 요구사항과 구축방안에 하여 재 개발 인 한국형
EMS(K-EMS) 개발사례를 기반으로 소개하 다.

1. 배경

  실시간 전력계통 운 을 하여 사용되고 있는 에 지 리시스템
(EMS)의 다양한 계통해석 로그램들이 온-오 의 환경에서 원의 
계통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EMS 환
경에서 계통해석 로그램 운 에 한 성패는 로그램 자체의 효율성
과 신뢰성도 요하지만, 로그램 운 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랫폼의 
성능으로부터도 큰 향을 받는다. 특히, 규모 력계통을 운 하고 
있는 력회사에서 효율 인 계통운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해
서는 약 60~100여개의 구동Task들이 필요로 하며 [1], 구동Task 수량은 
계통의 규모가 증가하고 Smart Grid와 같은 복잡한 운 환경에 응하
기 해서는 보다 많은 구동Task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원활한 실시간 계통운 을 해서는 계통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동Task들이 신속성(Speed), 정확성(Preciseness)  인지성
(Recognition)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며 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종류의 구동Task들이 EMS라는 환경하에서 체계 이고 효율 으
로 운 되기 해서는 이들 하 의 구동Task들을 체계 으로 리, 운
  조율을 할 수 있는 리 로그램 (NAM, Network Application 

Manager)이 필요로 하며, 이러한 리기능의 성능은 통상 시스템의 미
들웨어 랫폼 기반에서 제공되며, 력계통해석 로그램들의 성능
(Performance)과 효능(Efficiency)과 직결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EMS 환경하에서의 력계통해석 로그램들의 원활
한 리기능을 한 미들웨어 기반의 Network Application Manager에 
한 소개와 이를 구 하기 한 Process Architecture를 K-EMS 개발
사례를 기반으로 소개하고져 한다.

2. EMS의 시스템 아키텍쳐 개요

  EMS와 같은 규모 컴퓨터시스템의 운 은 통상 ‘운 체제(OS, 
Operating System)’, ‘미들웨어’,  ‘응용 로그램(Application)'이라는 
구조로 구축된다 [2]. 운 체제는 컴퓨터의 운 을 직 으로 제어하고 
리하는 일을 하는 시스템 소 트웨어로서 주로 로세스 리, 메모리
리, CPU 스 쥴링  디스크 리의 기능을 지원해 다. EMS에서는 
통 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Unix가 주로 사용된다. 미들웨어

(Middleware)는 운 체제와 응용 로그램들 사이에 치한 소 트웨어
를 말한다. 즉, 양쪽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소 트웨어로서, 계통해석 구동Task들과 같은 응용 
로그램들에게 시스템 수 의 서비스를 제공, 리하는 소 트웨어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응용 로그램은 일반 으로 운 체제 기반에서 실
행되는 모든 소 트웨어를 포함한다. EMS에서는 SCADA, 그래픽툴, 계
통해석 로그램 등 Unix와 미들웨어를 제외한 모든 로그램이 이에 
포함된다[3].
  EMS의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 인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
기 해서는 응용 로그램들을 리하는 NAM의 환경을 제공하는 미

들웨어가 매우 요하며, EMS 제작사들이 가장 요한 EMS 기술의 
노우하우로 취 하는 것이 미들웨어 기술이다. 참고로 재 력거래소
에서 사용 인 AREVA사는 Habitat, ABB사는 Avante라는 고유의 미들
웨어를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K-EMS개발에서는 LS산 에서 오 소
스인 ACE(Adaptive Communication Environment)를 기반으로 자체 으
로 미들웨어를 개발하고 있다[4,5].
  상용의 EMS 시스템 아키텍쳐에 따르면 응용 로그램의 리를 담
당하는 NAM는 미들웨어의 한 서 시스템을 구축되고, 응용 로그램들
의 Task를 수행, 정지  수행순서와 계획을 총 으로 리할 수 있
는 일종의 로세스제어 로그램이다. 여기서 Task의 개념은 응용 
로그램을 더욱 세분화하여 기능을 분리하는 서 루틴의 개념으로, NAM
의 Task 운 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되어 개별 응
용 로그램의 수 의 코드변경이 필요 없이 확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축된다. 즉, 응용 로그램과 독립된 NAM이 미들웨어에 상주하면서 
미들웨어와 속되어 동작하고 있는 응용 로그램들의 서 기능을 제
어하도록 구축된다.
  

3. Network Application Process Architecture 

  이 에서는 한국형EMS의 력계통 응용 로그램의 로세스 아키
텍쳐 (Network Application Process Architecture)의 개발과정에서 도출
된 Network Application Manager (NAM)에 한 소개와 이를 기반으로 
EMS의 실시간  Study 환경에서 계통해석을 수행하기 한 Process 
Architecture의 설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1 Network Application Manager (NAM)
  EMS환경에서의 력계통해석 로그램들에 한 운 구조 는 기
능흐름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6]. 그러나 설계된 기능흐름으로 력계
통 로그램들의 원활한 리를 해서는 개별 로그램 단 가 아닌 
개별 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서 루틴인 Task들을 모듈화하여 리
하는 것이 NAM의 역할이라 하 다. 이를 하여 개별 Task별로 시작/
정지/순서/운 계획 등이 정확하게 처리하는 로세스가 요구된다.
  한 EMS에서 력계통 어 리 이션은 발 분야와 계통해석분야가 
있으며, 이를 각각 Production Controller (PC)와 Network Application 
Controller (NAC)의 분류할 수 있다. 실시간 환경을 한 NAM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장 자료취득부터 계통해석까지 매우 복잡하고 
논리 인 로세스설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Study 환경 NAM은 실시간 
환경에서 만들어진 계통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조작을 통하여 력계
통의 상태변동을 검토하기 한 것으로, 통상의 PC기반의 시뮬 이션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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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MS Network Application Process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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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상태추정기반 실시간 해석 프로세스 구동
  EMS의 실시간 환경에서의 력계통 로그램의 운용범 는 력회
사의 운 략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모든 력회사가 상태추정 로그
램을 공통 이며 가장 기본 인 기능으로 운 하고 있다. 이는 상태추정
을 통해 EMS에서 력계통해석을 한 원천 데이터를 얻기 함이다. 
아래 그림 2는 EMS 실시간 환경의 계통해석을 리하는 NAC의 로
세스 아키텍쳐에 한 설계를 소개한 것이다. 재 고려된 로그램 기
능은 토폴로지처리(TP, Topology Processor)와 상태추정(SE, State 
Estimation) 기능만을 포함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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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P-SE 기반 NAM Process Architecture 설계

  3.3.1 토폴로지처리(TP) 기능
  토폴로지처리는 장에서 취득된 계통정보가 Node-Oriented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력계통 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는 Bus-Oriented 기반
의 계통모델로 변환하여 주는 기능이다. 그림 2에서 토폴로지처리기능과 
련이 있는 로세스 노드(1~10)까지의 로세스 처리과정을 간략히 제
시하 다.

①사용자가 사용하는 콘솔화면을 통해 설정한 TP기능의 운 모드 설
정상태를 확인한다.
②사용자가 운 모드를 구동모드로 변경하기 까지 기모드 유지  
③구동모드로 설정되어 로그램이 구동되는 경우 TP 수행시간 계산
④TP기능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TP_cycle)내에 수행여부 확인   
⑤TP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고 계산의 수행완료 확인 
⑥TP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고 계산이 실패함 (수행시간 과알람
로그출력  과회수 카운트 수행)
⑦TP기능이 계산시간의 과횟수가 사  설정횟수의 과여부 확인
⑧TP기능이 사 설정 수행횟수를 과함 (수행회수 과 알람로그출
력  TP기능 잠 )    
⑨TP기능이 수행횟수를 과하지 않거나 ⑤에서 설정시간을 과하
지만 계산은 성공 으로 수행함 (메시지출력, TP구동시간재설정, 

TP기능 상태설정 후 TP 재기동)
⑩TP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지 않고 계산이 성공 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1 후 TP를 재구동함

  3.3.2 상태추정처리(SE) 기능
  상태추정은 장으로부터 취득된 계통정보는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오류를 배제하기 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재계통과 가장 유사한 
계통조건을 추정하여 이를 다른 계통해석기능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한 로그램으로 상태추정과 련한 로세스(11~23)에 한 처리 과정
을 아래에 설명하 다.

⑪TP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지 않고, 계산이 성공 으로 수행되었
지만 SE가 기동 비가 안된 경우 1 후 TP를 재구동함.
⑫TP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지 않고, 계산이 성공 으로 수행되면 
SE기능의 기동 비가 됨 (메시지출력, SE구동시간설정, SE기능 상
태설정)
⑬사용자의 콘솔화면을 통해 설정된 SE기능 운 모드 설정상태를 확
인함
⑭사용자가 운 모드를 구동모드로 변경하기 까지 기모드 유지
⑮구동모드로 설정되어 로그램이 구동되는 경우 SE 수행시간 계산
⑯SE기능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TP_cycle)내에 수행여부 확인 
⑰SE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고 계산의 성공  수행여부 확인
⑱SE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고 계산이 성공 으로 수행되지 않음 
(계산수행시간 과 알람, 로그출력  과회수 카운트)
⑲SE기능 수행시간 과횟수가 사용자가 설정한 횟수 과 여부 확인
⑳SE기능이 설정한 횟수를 과하지 않거나 ⑰에서 설정시간을 과
하 지만 계산이 성공 으로 수행함 ( 련메시지출력, SE구동시간
재설정, SE 로그램 상태설정 후 SE 재기동함)
㉑SE기능이 수행횟수를 과할 경우 (수행회수 과 알람로그출력  
SE 로그램 구동  기능 잠 )
㉒SE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지 않고, 계산이 성공 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1 후 SE기능을 재구동
㉓SE기능이 설정시간을 과하지 않고, SE기능의 계산이 성공 으로 
수행되면 종료함. 상태추정 이후 필요한 실시간 계통해석 로그램
(CA, VVD등)의 추가 기능의 수행이 이어질 수 있다.

  3.3 Study 기반 해석 프로세스 구동
  계통운 과정에서 설비고장에 한 계통의 향력을 검토하기 해서
는 시뮬 이션의 개념이 필요한 데, 이를 하여 갖추어진 기반이 EMS 
Study 환경이다. Study 환경에서의 로그램들은 일반 으로 상태추정
의 결과해를 가지고 운용된다. 따라서 EMS는 재의 계통모델링이 포
함되어 있는 상태추정의 결과를 베이스 이스로 장,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EMS Study 환경에서의 Process Architecture는 계통의 검토 략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에서는 Study 환경에서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제시하 다.

①Study 환경이 구축된 기화면을 열고 사용자 ID 인증
②Study 환경에 한 설정 (Basecase 는 Savecase 호출 등)  
③계통검토를 한 사용자 조작 (CB On/Off, 선로 제거/투입 등)
④토폴로지처리(TP) 수행으로 모선구조 변경에 한 처리   
⑤Study 환경 로그램(조류계산, 고장계산 등) 수행 
⑥계산된 결과의 화면  단선도에 표시함
⑦Study 환경에서 수행한 계통모델과 결과를 별도의 이스로 장

4. 맺음말

  본 논문을 통하여 국내 최 로 EMS 계통해석 로그램의 원활한 
리를 한 로세스 아키텍쳐 설계와 요구사항을 논의하 다. 로세스 
아키텍쳐의 구 은 통상 시스템엔지니어의 역할이기에 력계통엔지니
어에게 다소 심 밖의 연구분야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NAM를 이용
하여 계통운 의 주체가 력계통 엔지니어의 몫이며, EMS 계통해석환
경의 효율  구축을 하여 력계통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로세스 아
키텍쳐의 설계 요구사항을 분석, 논의한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기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설계방안은 향후 한국형EMS의 
개발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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