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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력 계통 해석을 위한 InTouch HMI 구현
論 文

58-12-4

InTouch HMI Development to Real-Time Power System Analysis

안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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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an Ahn․Sang-Deok Lee․Ji-Ho Park․Byung-Hoon Jang․Geun-Joon Lee

Hyun-Chul Lee․Young-Sik Baek) 

Abstract - Uncertainty of power system operation increases due to complexity and facilities diversification in the power

system.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which obtain and

manage the actual data in real-time is very important. Accordingly in the studies of power system analysis, the efforts

to include real-time power system analysis in simulation and applications are made in many ways.

The real-tim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CADA system is considered so as to develop the power system

analysis program that matches actual system conditions. The observation and management of SCADA system is realized

by Intouch which is mainly used for factory automation and PSS/E(Power System Simulator for Engineers) provides

real time system data. SQL DB and Python language is used for 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the softwares. It is

very comfortable to use the various functions in Intouch Window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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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계통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은 계통에 고장 발생시 건

전한 계통을 분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매우 중

요한 개념이다. 적정한 계통 보호제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호설비로 협조제어가 되어야 하나 전력계통은 수시로 바

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전력계통을 운용할 때는 전력상태와 다수의 전력

설비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되며 수요변동에 대한

발전조절 및 수요량에 맞는 설비운용을 해야한다. 또한 전

압 조절과 사고 발생시 긴급처리 및 사고의 사전예방을 행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산

업 사회의 발달로 양질의 전기를 정전 없이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기적 장애에 민감한 장비들

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조직체 안에서 공유

되던 다양한 정보가 서로 다른 조직체로 전달되어야 한다.

개방성과 보안성을 갖는 지능형 스카다 시스템은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다. 현장의 스카다 시스템을 정확히 해석

하기 위하여 모선, 뱅크 그리고 변전소 연계 배전선로 등의 고

장 및 이상상태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실시간 시뮬레이터가 필

요하다. 또한 컴퓨터 및 기기간 통신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계통 해석 시뮬레이터

의 연동을 통한 HMI 구현이 실시간 계통해석과 더불어 정

확한 계통 해석에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존 계통해석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른 소프트

웨어와의 연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에 HMI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그리고

HMI는 발달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용도 적

지않게 든다. 즉 계통해석 기술과 HMI 기술을 동시에 융합

하는 방법은 계통해석 연구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계통해석기술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DB를 이용하여 기존의 조류계산엔

진과 HMI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실시간 계통해석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DB를 이용한 소프트웨어간의 통신기술 발달

은 전산업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전력계통 해석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전력계통 해석분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에 HMI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계통해석 프로그램의 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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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혀주고 변화되는 외부 환경에 맞추어 이용가능하게 만

들어 준다. 더 나아가 사용자가 직접 설계, 변경한 화면상에

계통 현황을 구현 할 수 있고 계통의 관측과 제어를 용이하

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장 자동화에 사용 되어온 InTouch

를 계통해석 소프트웨어와 접목 시킴으로써 실시간 계통 해

석 HMI를 구현하였다. 전력조류계산 소프트웨어는 PSS/E

를 사용하였으며 언어는 Python, HMI 프로그램은 Intouch,

DB는 MS SQL을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테스트를 위해

미금 인근 지역 계통과 미금 변전소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

션 해 보았다.

2. Control Algorithm of Overall System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SCADA SYSTEM의

운용 알고리즘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InTouch-PSS/E 제어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위해 실제 미금 변전소의 실제 계통 상황을 Intouch-

PSS/E 시스템상에서 구현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 하였다.

2.1 SCADA System Control Algorithm

미금 변전소에서 SCADA System의 데이터 취득 및 제

어 단계별 처리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RTU로 계측 및 상

태 데이터를 DNP 프로토콜로 주기적으로 요청한다. 이때

데이터 취득 시간은 3초가 소요된다. SCADA시스템 DB에

등록된 제어포인트를 DNP 프로토콜로 변화하여 시리얼 모

뎀을 통해 RTU로 제어명령을 전달한다. 제어명령을 받은

RTU는 DNP 프로토콜에 포함되어 있는 TB 정보를 가지고

FPD의 해당 기기의 DO 모듈의 Relay를 동작함로써 제어한

다.

그림 1 SCADA System 제어 알고리즘
Fig. 1 SCADA System Control Algorithm

2.2 Intouch-PSS/E System Control Algorithm

SCADA 시스템의 실시간 data 취득 및 제어 알고리즘을

Intouch - PSS/E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DB는 SQL

을 사용하였다. 조류계산엔진은 계통해석과 과도현상 해석

및 고장계산이 가능한 PSS/E를 사용하였다.

제어와 계통 해석의 시각화를 통한 HMI 과정은 Intouch

로 개발 하였다. 실시간 Data 통신을 위한 Intouch와 PSS/E

간의 연결은 DB를 매개체로 Python과 Intouch 스크립터로

코딩한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2는 앞서 언급한 소

프트웨어들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력계통 해석을 위한 HMI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미금

인근 지역의 PSS/E Data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

과 값들을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이용 SQL DB로

옮긴다. SQL 테이블 상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Intouch의 내

부 알고리즘에 의해 다시 DB로 보내지게 된다. Python은

제어신호를 받아서 PSS/E에 조류계산 명령과 바뀐 data를

보내주게 된다. 변화된 모든 상황은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발된 InTouch 화면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2 Intouch-PSS/E System 제어 알고리즘
Fig. 2 Flows of Control between Intouch, PSS/E

3. 개발 과정

실시간 전력계통해석 엔진의 개발을 위해 계통해석 프로

그램으로 PSS/E를 이용하였고, PSS/E Data를 통신 시켜주

기 위해 Python 언어로 프로그램을 코딩하였다. DB는 SQL

을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계통해석을 시각화하고 제어

할 수 있는 HMI는 Intouch로 구현하였다.

3.1 PSS/E Simulation

실시간 계통 해석에서 조류 계산 엔진으로 PSS/E를 사용

하였다. 실계통도와 동일하게 구현되도록 2008년 미금인근

계통 Data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3 미금 인근 계통 PSS/E Simulation
Fig. 3 Diagram results of migum simulation by P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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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은 PSS/E 조류계산 결과와 Intouch 화면상의

Data 값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SS/E Diagram으로

미금 인근 45모선을 모델링 하였다. 실시간 조류계산을 위

해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기능을 이용하였다.

API 기능에서 PSS/E와 Python과의 호환이 된다는 점을 이

용하여 PSS/E의 CLI에서 Python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

켰다.

3.2 Python Coding

PSS/E에서 조류계산한 결과 값(P,Q,V)을 InTouch 화면상에

나타내려면 먼저 SQL DB에 저장 되어야 한다. PyThon으로 코딩

한 프로그램을 PSS/E의 API 기능을 이용해서 실행시킨다.

PSS/E 상에서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Intouch로

부터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data를 이동시켜 주고 PSS/E의 조

류계산을 실행시켜준다. CLI에서 실행되는 Pyhoon 코딩 프로그램

은 자동으로 반복 실행되고 DB의 Intouch 신호 변화에 따라 알고

리즘을 수행한다. 그림 4는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PSS/E

에서 실행하는 모습이다.

그림 4  PyThon 코딩 프로그램 실행 결과

Fig. 4 Simulation results by python program

3.3 Intouch Development

그림 5는 서울 전력 관리처 계통도 중 미금 인근지역 45

모선의 실계통도이다. 이 계통도를 바탕으로 인터치 화면상

에 그림 6와 같이 구현하였다. 어플리케이션 투입에 따른

미금 변전소의 전압제어와 함께 계통 전체의 변화를 해석하

기 위해서 각각의 모선의 전압, 무효전력, 유효전력을 나타

냈다. 사용자가 변전소 내부 어플리케이션의 투입에 따른

전압값의 변화뿐만 아니라 계통 전체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계통해석의 시각화를 통한

HMI를 구현하였다.

그림 7의 기능들은 계통의 시각화를 위해 인터치 상에서

개발한 장치들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다.

(1) Hist Trend 기능

과거의 시간과 날짜로부터 데이터의 Snapshot을 제공하는 기능

으로 과거의 P,Q,V 값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2) Real Time Trend 기능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P,Q,V 값을 화면상에서 그래프의 시간적

추이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 서울전력 관리처 미금 인근 실계통도

Fig. 5 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system nearby Migum

substation

그림 6  Intouch 화면상 구현된 미금 인근 계통

Fig. 6 Migum nearby system developed by Intouch

(3) Input 기능

모선 이름이나 번호 입력 시 지정된 모선의 P,Q,V 값을 Hist

Trend 곡선과 Real Time 곡선으로 나타나게 해준다.

(4) Excel 출력 기능

현 상태의 모든 데이터를 Excel DB 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저장 copy, 편집 등의 엑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5) 화면 이동 기능

모선 클릭 시 모선 내부의 단선도로 화면이 이동해서 계통 전체

상황 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도 제어 관측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7  InTouch 실시간 계통 해석 기능

Fig. 7 Real-Time System Analysis Function of In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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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E 

조류계산 결과 값

InTouch 화면에
나타난 Data

SQL 테이블에 생성된 Data

4. 실시간 계통해석 DATA 분석

Data의 통신을 확인하기 위해 PSS/E에서 조류계산한 값과

SQL DB의 Data 그리고 InTouch 화면상에 나타난 Data 값들을

비교해 보았다. PSS/E에서 조류계산 된 전압값을 DB에 올려주고

그 값을 Intouch 상에서 불러와서 화면에 나타내어 주는 과정이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과 인터치 스크립터에서 코딩한 프로

그램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그림 8에서처럼 각각의 값

들이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각각의 소프트웨어간의

Data의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PSS/E-SQL-InTouch 계통 Data 비교
Fig. 8 System datas of PSS/E-SQL-InTouch

Data의 통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실시간 통신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금 변전소의 실제 설비들을 인터치

상에서 구현해서 투입에 따른 전압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Intouch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면 PSS/E에서 그 신호에 따

라 조류계산을 실행하고 그 결과값을 Intouch로 보내는 과

정이 자동으로 실시간 이루어진다.

그림 9은 Intouch 화면상에서 개발한 미금 단선도이다.

현장 상황과 일치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고 그 투입

과 차단에 따른 전압 변화를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사용

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투입 차단하면 신호와 함께 변화된 값

이 DB로 올라가고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에서 제어신

호를 인식해서 PSS/E로 Data를 올려 주고 조류계산 명령을

내린다.

그림 9 Intouch로 구현한 미금 단선도

Fig. 9 Oneline diagram of Migum developed by Intouch

어플리케이션의 변화에 따라 전압값이 바뀌면 다시 신호

와 함께 DB로 올라가고 Intouch에서는 신호를 체크해서 전

압값을 불러 오게 한다. 이 과정은 주어진 초기 전압에 따

라 Intouch 내부 알고리즘에서 수행되어 자동으로 전압 값

이 변화게 된다. 실시간 전압이 바뀌는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해

서 Intouch에서 Real-Time Trend를 구성하였다. 그림 9는 가로축

의 시간 변화에 따라 세로축의 전압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08:52:00에 전압값이 일정하다가 08:52:20경에 전압값이 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투입 여부에 따라 전압값의 변화를

시간적 추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Intouch 화면상 나타나는 실시간 전압 제어 모습

Fig. 10 Voltage Control result in Intouch Screen

그림 9가 현재의 실시간 조류계산 결과 그래프라면 그림 10은

과거의 조류계산 Data를 확인해 볼수 있는 Historical Data 그래

프이다. 과거의 계통 상황을 기록해 놓고 필요 할 때 확인해봄으로

써 미래의 계통 상황을 예측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1 Intouch 화면상 나타나는 과거 전압 제어 모습

Fig. 11 Historical Trend of Voltage in Intouch Screen

5. Intouch-PSS/E와 RTDS 비교

Intouch-PSS/E 시스템으로 미금 변전소와 인근 계통 상

황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Intouch내부의 알고리즘과 외부

기능을 이용하여 제어 및 관측을 함으로써 HMI를 구현하였

다. 이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실시간 시

뮬레이터인 RTDS와 비교해 보았다. RTD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고속의 전용 프로세서로

분산 병렬 시스템이다. 표1은 RTDS 와 Intouch-PS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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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기능 그리고 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의 호환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가격은 한국전력연구원의 설치되어 있는 20랙

RTDS의 경우 100억인 반면에 3000태그와 통신이 가능한

Window View를 탑재한 Intouch와 계통해석, 동적해석, 고

장계산이 가능한 PSS/E 그리고 SQL DB를 모두 포함한 가

격은 5000만원 내외이다. 그 동안 가격의 부담으로 실시간

시뮬레이터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계통 관계자들의 부담

을 줄여 줄 수 있는 결과이다.

기능면에서 비교해 보면 RTDS는 계전기 시험, 각종

Controller시험, FACTS(SVC,UPFC,TCSC등), HVDC 시뮬

레이션, 각종 전력계통 과도현상 시뮬레이션 및 교육, 훈련

발전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및 Control등의 기능이 있고,

Intouch-PSS/E도 과도현상 해석, 과도해석, 각종 어플리케

이션의 설치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가격대비 성능

면에서 Intouch-PSS/E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장성과 호환성에서 Intouch-PSS/E는 SQLDB와의 통신

이 가능하다면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확장

또한 가능하다. 일례로 PSS/E의 조류계산 기능을 C++로 알

고리즘을 구현하고 MFC를 이용하면 DB엔진과 통신이 가

능하다. DB에 저장된 data는 InTouch 스크립터에서 구현

된 알고리즘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해준다.

표 1은 SQL DB를 통해 Intouch와 연결이 가능한 소프트

웨어들을 나타내 준다. 사용자의 주어진 환경과 목적에 따

라 각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사용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정

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H/W 호환 부분에서 RTDS

시스템은 매우 고가의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개발되

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전력 시스템을 모의하기 위해서도

많은 설치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고 시뮬레이터를 구성하

는 대부분의 하드웨어나 프로세서가 시뮬레이션 목적만을

위한 전용 장비들이기 때문에 고가의 고성능 시스템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장비의 활용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에 반에 Intouch-PSS/E 시스템은 전압전

류 인가장치, IED, 통신 제어장치와 Intouch-PSS/E와의 제

어신호를 이용하여 쉽게 연결되고 동작하도록 개발하였다.

표 1 RTDS, Intouch-PSS/E 비교

Table 1 Comparision of RTDS and Intouch-PSS/E

6. 결 론

기존의 실시간 계통 해석 장치는 비용문제와 규모 문제로

일부 전문기간 이외에는 사용이 어려웠으나 이 장치는 저렴

한 비용과 안정성으로 실제 계통상황을 모의 할 수 있는 장

치이다. 사용자가 전력 계통 및 전력에 대한 교란현상의 영

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정전사고와 공급중단 사

고도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계통 상황과 유사한 조건

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모의 테스트 외에도 실무 엔지

니어들의 모의 훈련 및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시간 계통해석과 함께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계통해석

시뮬레이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바꿔줌으로써 HMI를 구현하

였다. 전력해석 엔진을 기반으로 InTouch상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 변경할 수 있었고 이는 계통해

석의 시각화로 이어졌고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계통해

석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해주었다. 또한 객체지향적(Object

Oriented Programming)으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

어있어 시스템 설계 변경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

었다. 상용제품들은 패키지화 되어 있어 주어진 환경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는 관념을 깨고, HMI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을 통해 사

용자가 직접 시스템의 설계, 변경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실행된 실시간 계통해석과 HMI 기법을 통

해 새로운 기기의 테스트 및 제어 파라미터 설정을 가능하

게 해주고 실제 계통해석 관련 상용 패키지들의 Upgrade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계통해석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계통감시, 제

어, 실시간 DB, I/O서버, 일괄처리 및 추적기능을 하나로 통

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계통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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