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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하의 증가와 다양한 
설비기기의 투입,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며 전력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공통 정보모델 표준을 위한 IEC61970 국제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C61970 Part3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의 적용을 위한 미들웨어 도입과 데이
터베이스 모델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전력 계통 애플리케이션의 CIM 적용

  1.1 CIM 개요
  력 시스템 반의 표  모델제공을 한 공통정보모델 
CIM(Common Inoformation Model)은 EPRI의 CCAPI(Control Center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로젝트로부터 시작해 재 IEC 61970 
Part 301,302에 정의되어 있고, IEC61970 Part 4 의 CIS(Component 
Interface Specification)과 함께 력 시스템의 표  공통모델과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한다.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은 력 시스템의 모든 환경 기반을 포함하는 데이
터 모델들의 추상 정보 클래스 모음이다. 력 시스템  시스템 운 을 
포함하는 반 으로 사용되는 력 시스템 객체(Object)들을 표 하는 
표  추상 모델(Abstract Model)이며, 발 분야, 배 분야, EMS, 
SCADA와 같은 운용 역이 다른 계통들간의 연계  응용 로그램 통
합을 지원한다. CIM 표 은 2009년 1월에 iec61970CIM12v18과 
iec61968CIM10v16 최근 Version이 발표되었으며 필요한 사항들의 추가
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 IEC 61970 - Standard for Power System modeling and Utility 
energy system data exchange
  - IEC 61968  - Standard for Utility distribution system modeling 
and messaging data exchange
  - IEC 61970 Companion Standards
    ○ Generic Data Access(GDA)-61970-403
    ○ High Speed Data Access(HSDA)-61970-404
    ○ Generic Eventing and Subscription(GES)-61970-405
    ○ Time Series Data Access(TSDA)-61970-407
    ○ CIM XML Model Exchange-61970-452
    ○ COM Graphics Exchange-61970-453

  1.2 CIM 적용 전력 계통 애플리케이션
  CIM(Commom Information Model)은 력 시스템에서의 부분의 애
리 이션에 용/연구되고 있다. 세계 으로 다양한 력 산업 
Vendor들에 의해서 EMS와 SCADA, Distribution Automation과 같은 
분야에서 CIM 표 모델의 도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IEC TC57 
WG14-IEC61968 표 에서 CIM을 확장하여 DMS(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의 AMR, Distribution Network Management,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Outage Management와 련된 
애 리 이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Middleware와 CIM 기반 데이터베이스 모델 적용

  2.1 Middleware 적용
  그동안 력 산업용 애 리 이션은 Vendor 종속 인 독자 인 데이
터 타입과 통신 로토콜, 애 리 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폐쇄 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환경은 새로운 애 리 이션의 개발이나 유
지보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다양한 Vendor들의 존재와 복잡한 애
리 이션 네트워크로 구성된 력 계통 애 리 이션의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의 원활한 용을 해서 Middleware
의 도입이 필요하다. 재 많은 상용 미들웨어 제품들이 있고, Redhat의 

JBOSS와 같은 자바기반 개방형 오 소스 미들웨어 제품들이 있다.

  2.1.1 Middleware 개요
 미들웨어는 분산 컴퓨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로
토콜, 통신환경등을 연경하여, 응용 로그래모가 그 로그램이 운 되
는 환경간에 원만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복잡한 이기종환경
에서 응용 로그램과 운 환경 간에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해주
는 소 트웨어이다. 미들웨어의 도입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기
종간의 하드웨어나 로토콜, 통신환경, 응용 로그램 등의 연결을 보다 
용이하게 함은 물론 특정 벤더에 종속 인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지양하
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 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미들웨어 기반 프레임워크 도입

  2.1.1 Middleware 적용 모델
  표 그룹에서는 시스템 간 연결을 해서 UMS 혹은 UIB와 같은 미
들웨어을 통해 연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계층인 클라이언트/서버 구
조사이에 미들웨어를 둠으로 3계층으로 설계할 수 있다. 미들웨어를 도
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 을 얻을 수 있다.
  - 서로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로토콜, 통신환경 등의 연결이 쉬
워진다.
  - 응용 로그램과 로그램이 운 되는 환경간의 통신구축 시간을 단
축 디켜 다.
  - 시스템 응용 로그램의 추가나 서버의 추가, 데이터베이스 추가시 
기존 시스템간의 모든 연결 설정이 불필요하고 미들웨어의 등록 작업만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설정이 간편하다.
  - 시스템 설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다.
  - 데이터 통신은 미들웨어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응용 로그램 개발
시 통신개발은 따로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2> 일반적인 미들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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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서는 SCADA와 같은 제어시스템
을 UMS를 기본골격으로 SCADA를 보고 있으며 력계통의 EMS, 
DMS, 수자원계통의 WQWMS등도 동일하게 UMS를 그 근간으로 설계
하고 있다. 

<그림 3> SCADA 미들웨어 적용 모델 예시

  2.2 CIM 기반 Database Model 적용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은 XMI(extensible metadata 
Interchange)나 EAP(Enterprise Architecture Planning)형태로 제공되며  
단지 UML 모델만 제공한다. ER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제공
되지 않는다. 각 특정 Vendor의 데이터베이스에 합한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다. 

  2.2.1 CIM to Relational Model Conversion
  CIM UML모델은 JAVA클래스, SQL DDL. 분산 객체를 한 EJB  
모델, XSD, C#, WSDL 모델들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CIMTool, Rational 
Rose, Sparx Ensterprise Architect와 같은 많은 변환툴을 사용할 수 있
다. 변환된 모델들은 다양한 애 리 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기본 
CIM 표 을 따르게 됨으로 공통 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 리
이션 개발을 수월하게 한다. 한 EJB 변환 모델을 사용한 분산객체
를 사용함으로써 GID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class DDL

CommunicationLink

첽olumn
*PK communicationLinkID:  int

첧 K
+ PK_CommunicationLink(int)

JoinCommunicationLinkToRemoteUnit

첽olumn
 FK remoteUnitID:  int
 FK communicationLinkID:  int

첛K
+ RemoteUnit(int)
+ CommunicationLink(int)

RemoteControl

첽olumn
 actuatorMaximum:  float [0..1]
 actuatorMinimum:  float [0..1]
 remoteControlled:  bit [0..1]
*pfK remoteControlID:  int

첧 K
+ PK_RemoteControl(int)

첛K
+ FK_RemoteControl_RemotePoint(int)

RemotePoint

첽olumn
*PK remotePointID:  int
 FK MemberOf_RemoteUnit:  int

첧 K
+ PK_RemotePoint(int)

첛K
+ FK_MemberOf_RemoteUnit(int)

RemoteSource

첽olumn
 deadband:  float [0..1]
 scanInterval:  Seconds [0..1]
 sensorMaximum:  float [0..1]
 sensorMinimum:  float [0..1]
*pfK remoteSourceID:  int

첧 K
+ PK_RemoteSource(int)

첛K
+ FK_RemoteSource_RemotePoint(int)

RemoteUnit

첽olumn
 remoteUnitType:  RemoteUnitType [0..1]
*PK remoteUnitID:  int

첧 K
+ PK_RemoteUnit(int)+FK_MemberOf_RemoteUnit

0..*

(MemberOf_RemoteUnit
= remoteUnitID)  첛K

+PK_RemoteUnit

1

+FK_RemoteSource_RemotePoint 1

(remoteSourceID
= remotePointID) 첛K

+PK_RemotePoint 0..1

+FK_RemoteControl_RemotePoint 1

(remoteControlID
= remotePointID) 첛K

+PK_RemotePoint 0..1

+CommunicationLink 0..*

(communicationLinkID
=
communicationLinkID)

첛K

+PK_CommunicationLink

+RemoteUnit 1..*

(remoteUnitID =
remoteUnitID) 첛K

+PK_RemoteUnit

<그림 4> CIM UML_SCADA Package DDL 변환 예시

  2.2.1 CIM Data Exchanging Model
  CIM 기반으로 구성된 력시스템은 CIM/XM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한 CIM/XML Import/Export 기능과 
CIM-XML Doccument 교환 시나리오를 사용하게 된다. 각 애 리 이
션들은 미들웨어를 사용하여 CIM/XML 타입의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며 
데이터베이스는 CIM-XML Document 시나리오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
하게 된다. 공통 표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애 리 이션간의 데이터 
교환과 통합을 원활하게 해 다. 

<그림 5> CIM-XML Document 교환 시나리오

<그림 6> Import Flow

<그림 7> Export Flow

3. 결    론
  각기 다른 개발사에서 독자적인 표준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통
합을 용이하기 위한 IEC61970 CIM 표준에 적용을 위한 Middleware와 
데이터베이스 적용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CIM과 같은 가장 기본적
인 데이터 모델과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기술은 전력 애플
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핵심기술이면서 국제표준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시스템과의 연계성과 통합에 관련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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