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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dern power system is operated and managed in closed network environment with treating a great variety 

of data, and requirement of real time power system data is more increasing. However, it is difficult for operators to fast 

evaluate the condition of power system using only isolation network system such as SCADA or EMS regarding 

unexpecting situations occurring. Recent technology achievement in areas of distributed computing, networking high speed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ntrol as well as the availability of accurate GPS time source are rapidly becoming the 

enabling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generation of real time power grid monitoring tools. In this paper, 

architecture of WAMAC which is the wide area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not only to control but also to 

monitoring in real time is proposed and  the plan of integration interface with legacy system such as EMS for providing 

power system analysis base data effectively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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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3년 북미 정  이후 NERC(North America Electric 

Reliability Council)에서는 정  방지를 해 GPS 기반의 

실시간 Phasor 측정  감시 시스템인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설치를 권고하 다. 한 IEEE에서는 

이를 Synchro-Phasor Application이라 명하고 2005년도에 

IEEE C37.118-2005 Synchro-Phasor 표  규격을 발표하

다. 세계 으로도 IEEE C.37.118-2005 Synchro-Phasor 

기반의 실시간 력 력 계통 안 도(Security) 평가  감

시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지능형 제어 시스템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는 

Synchro-Phasor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

는 PMU(Phasor Measurement Unit)로부터 시각 동기화 된 

Phasor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력계통의 안정도

(Stability)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평가하여 력계통의 종

합 인 안 도(Security)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

러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역 력계통 감시

시스템(Korea-Wide Area Monitoring System, 이하 

K-WAMS)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재 동서울, 아산, 

신제천, 청양, 제주, 성산 변 소에 PMU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이벤트 발생 시 사후 분석용도로 운 되고 있다

[1,2].

K-WAMS에서 취득되는 Phasor 데이터는 기존의 

EMS(Energy Management System)나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보다 고속의 정 한 데이터

이므로, 기존 시스템과 K-WAMS의 Phasor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경우 보다 많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

나 정 도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불확실한 상태 

추정(State Estimation)이 아니라 상태 측정값으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3]. 

최근 정부의 녹색 력 IT 개발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리

드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분야별 시스템 연계나 

통합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통신망

의 연결을 통해 하나의 데이터 리 시스템으로 통합 리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발 에서 수용가까지 이

르는 데이터의 상호 교환이 가능한 지능형 력망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그리드 구 을 해서는 감시, 평가, 제어 시

스템에 합한 인 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K-WAMS 시스템 뿐만 아니라 SCADA, EMS, 

MOS(Market Operating System), DAS(Distribution 

Automation)와 Synchro-Phasor 데이터를 공유하여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자가치유(Self-Healing) 시스템으

로의 기반이 되는 WAMAC(Wide Area Monitor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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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시스템 인 라를 구축하기 한 아키텍쳐를 제안하

고자 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던 K-WAMS 사례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WAMAC 시스템의 기반이 될 표   

IT기술들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WAMAC 시스템의 소개, 

인 라 설계 방안,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법  사용자 인

터페이스, 데이터 베이스 설계 방안 등 시스템 아키텍쳐 설

계 방법을 제안한다. 

2. 세계의 WAMS 사례

2.1 K-WAMS

K-WAMS는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력데이터 측정

장치인 i-PIU(intelligent Power system Information Unit)로

부터 실시간으로 Phasor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하여 국 

력 계통의 안 도를 평가하고, 외란이 발생하 을 때 조기 

경보하여 역 정 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i-PIU는 스마

트 그리드를 구 하기 한 필수 인 장비인 PMU (Phasor 

Measurement Unit)로써 16ms 마다 주기 으로 데이터를 

계측하여 기존 력제어 시스템 보다 더 정 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 외란발생시 계측된 데이터를 분석이 용이한 

WaveForm으로 장하여 운 자의 별도 노력 없이 데이터 

근이 가능하도록 하 다.  

K-WAMS는 그림 1과 같이 i-PIU의 데이터 취득 장치와 

단처리 장치  상  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i-PIU는 GPS를 통해 시각 동기화 되어 CT와 PT를 통해 

취득된 류, 압 Phasor 데이터를 상  운  시스템으로 

송한다. 데이터 송은 공 망 혹은 용선을 사용하며, 

변 소마다의 각기 다른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CSU(Channel 

Service Unit)를 용하 다. 국 변 소에서 송되는 데

이터를 통합하기 해 Multi-Type CSU를 사용하고 

FEP(Front End Processor)을 통해 상  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달하는 구조로 하드웨어가 구성되었다.

그림 1 K-WAMS H/W 구성도

Fig. 1 K-WAMS H/W Architecture

K-WAMS의 소 트웨어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Field 역과 Phasor 데이터를 취합 달하는 

역,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 가공 된 데이터  Raw 데이

터를 리  장하는 역, 사용자에게 력 정보를 제공

하는 클라이언트 운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K-WAMS S/W 구성도

Fig. 2 K-WAMS S/W Diagram

데이터를 수집하는 Field 역에서는 데이터 취득 장치인 

i-PIU가 실시간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i-PIU에 설정된 임계치 체크를 통해 1차 으로 데이터의 상

태를 감시한다. 이 실시간 데이터들은 동기 Phasor 규격인 

IEEE Std. C.37.118 형태 패킷으로 약 16ms 주기로 상  시

스템으로 송된다. 실시간 OS 기반의 단처리 장치인 

FEP은 취득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를 재 정렬하여 Solaris 

기반의 i-PIS(intelligent Power Information System)로 송

한다. 

K-WAMS에서는 실시간 동기 Phasor를 기반으로 수도권 

압 불안정성에 한 압안정도 평가와 지역/ 역의 주

 진동에 한 미소신호 안정도 평가를 수행하며, 거리계

기 에서의 임피던스 궤 을 감시하고 있다[4].

2.2 ETRANS 스 스의 WAMS

스 스에는 재 4개의 일럿 모선에 PMU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으로 각 모선간의 압 상차

를 찰하고 있으며 주요 송 선로의 조류량을 감시하고 있

다. 선로의 유효 력 손실량을 측정하여 선로의 온도

(Dynamic Thermal Rating)를 감시하는 응용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 Event Capture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 으로 사

고 데이터를 장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통하여 스 스 계통

의 다이나믹 모델 개발  수정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몇몇 유럽의 TSO(Transmission System 

Operator)들이 역 감시 응용을 하여 PMU를 공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압 상차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반 인 부하량을 감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Damping을 찰하여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다. 한 주 수 

차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시스템의 아일랜드(Islanding) 

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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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EP Croatia의 WAMS

크로아티아에는 400/220/110kV의 송 선로들이 있는데, 

최근에 400kV의 두 개의 요 선로에 PMU를 설치하여 송

선로를 감시하는 것을 결정하 다. 이를 통하여 압안정

도 측정뿐만이 아니라 선로의 평균 온도 한 측정하여 피

크 부하 시에도 시스템이 안 하게 운  할 수있는 송 용

량을 최 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압안정도 감시는 운 자에게 송 선로의 재 유효 력

마진을 평가하여 제공함으로써, 운 자가 무효 력 확보를 

하여 발 력 재조정, 무효 력 보상기 동작, 탭 변환 블락

킹, 그리고 부하 탈락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2.4 Hydro Quebec의 WAMS

캐나다에서는 1976년에 최 로 개발을 시작하여 계속 인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1988년에는 Angle Shift Measurement 

System(ASMS)를 개발하 으며 이는 기존의 장치보다 정확

도가 월등히 증가한 것이었다. Phasor 크기와 각도가 60Hz

의 속도로 Hydro-Quebec의 컨트롤 센터에 실시간으로 송

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에는 4개의 PMU가 추가로 설치

되어 총 8개의 735kV 변 소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재 주요사고에 한 사후 해석과 력계통 

안정도 로그램을 이용한 다이나믹 모델튜닝, 그리고 계통 

주 수의 통계, 자기폭풍의 실시간 감지 등에 활용 하고 

있다.

2.5 이탈리아 TERNA의 WAMS

이탈리아에서는 재 21개의 PMU가 설치되어 있으며 30

개까지 PMU를 늘릴 계획이다. 기본 으로 압 로 일과 

상차, 주 수차를 감시하고 있으며, 안정도 마진 등을 해

석하여 발생 가능한 압 붕괴 상을 조기에 경고 할 수 있

다. 한 실시간으로 계통의 오실 이션을 감지하여 모달

(Modal) 해석 을 할 수 있다.

2.6 국의 WAMS

국에는 2010년 재 500kV이상의 변 소와 100MW 이

상의 발 소에 1000개 이상의 PMU가 역에 설치되어 있

으며, 2002년부터는 국 자체 솔루션으로 PMU를 확보하고 

있다. WAMS의 기본 기능으로는 기본 으로 압크기  

상차 정보를 그래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Excel 형식으

로도 제공한다. 고  응용기술에는 발 기 동작 황 감시, 

실시간 주 수 진동 감지  해석, 다이나믹 압안정도 

감시 등이 있다. 한, PMU로부터 취득된 Phasor 데이터는 

WAMS 주 장치로 송되고, WAMS에서 계산된 계통 이벤

트 상황을 EMS로 송함으로써 더 진보된 어 리 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시스템 표 화를 한 련 기술

3.1 IEC 61970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1970은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개발을 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정의한 것이다. 이 

표 은 CCAPI(EPRI Control Center API) 연구 로젝트의 

결과로써 EMS나 다른 시스템에 새로운 응용 로그램을 

추가하기 해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이고, 기존 응용 

로그램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기 한 통합 임워크

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IEC 61970은 가이드라인과 기본 

요구사항, 어휘, CIM(Common Information Model), 

CIS(Component Interface Specification)  CIS 기술 매핑

으로 주요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1.1 CIM(Common Information Model)

CIM은 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논리 인 

을 정의하고 객체지향 개념 기반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계  속성을 

표 하 으며, 이것은 IEC 표  데이터 사 으로 제안되었

고 력 시스템의 객체로써 클래스를 정의하여 통합에 한 

문제 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CIM은 

력 계통 반에 계된 요한 객체  각 개발사들의 력

시스템 운용 측면을 모델링하기 해 필요한 객체들을 표

하는 추상 인 모델로서 공통 인 력 계통 분야뿐만 아니

라 특정 분야에 계없이 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한, 시스템과 응용 로그램 사이의 공용 데이터 근

을 가능하게 하여 호환성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각 응용 로그램 분야별 데이터를 공통으로 리하

기 해서는 특정 구  기술에 독립 이고 다양한 랫폼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CIM 기반의 데이터 설계가 필

수 이라 할 수 있다[5].

  

3.1.2 CIS(Component Interface Specification)

CIS는 독립 으로 개발된 응용 로그램이나 시스템간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해 제안된 표 이며 컴포 트  

응용 로그램이 표 화된 방법으로 공통 데이터에 근 가

능 하도록 하고 상호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며, CIS는 4가지 표  인터페이스 집합이

며 OPC(Open Connectivity)와 OMG(Object Management 

Group) 표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들 인터페이스 서비

스들은 다양한 로토콜과 로그래  언어로 개발 될 수 

있으며, GDA(Generic Data Access), HSDA(High Speed 

Data Access), TSDA(Time Series Data Access), 

GES(Generic Event and Subscription)로 구성되어 있다[6].

3.2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로써, 소 트웨어를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단 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

스 지향이란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여 특정 기능을 하는 것

으로 SOA는 기술 심의 솔루션 보다는 비즈니스 로세스

에 심을 둔 소 트웨어 설계방식이다. CORBA , DCOM, 

COM+, EJB, J2EE, .NET 등과 같은 분산 컴포 트들은 특

정 기술들에 종속 이면서 상 으로 연 도가 높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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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이나 임워크 내부에서의 재사용성은 높으나, 이기

종 환경에서 개발된 기존 컴포 트들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 

랫폼과 구 언어에 한 종속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운용

성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 SOA는 어 리

이션 기능들을 서비스 집합으로 정의하여 구  기술로 부

터의 독립성  유연성이 높아 재사용성 뿐만 아니라 이기

종 시스템 간 통합 구축에도 합하게 하 다. 한, SOA는 

코드 수 보다는 서비스 수 의 재사용성을 제공하여 라이

러리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코드 의존성을 제거하고, 벤더 

독립 인 상호 운 을 가능하게 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에

게 필요한 특정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7]. 

3.3 웹 서비스 (Web service)

웹 서비스는 표 화된 XML 메시징을 통해 네트워크 액

세스가 가능한 서비스들의 집합을 설명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웹 서비스는 각 시스템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표  

기반의 통합 임워크를 제공하고, 모든 서비스들을 지스

트리에서 통합 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웹 서비스는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표  집합으로 만들어 진다. 

WSDL은 서비스에 한 설명이나 서비스 요청  응답 

시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는 언어이다. WSDL은 XML형식

이기 때문에 이기종 환경에서도 상호호환이 가능하다. 

UDDI는 세계 자  로우 페이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

로 사용 가능한 웹 서비스의 서비스 지스트리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이다. UDDI를 운 하는 곳은 Oracle, MS, 

IBM 등이 있으며 기업 내부 으로 소규모로도 사용할 수 

있다. SOAP은 XML 웹 서비스용 통신 로토콜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에서 리모트 서비스를 실행하기 한 단방향 

로토콜이다. XML 웹 서비스를 한 통신은 부분 

HTTP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HTTP에서 리모트에 있는 서

비스를 실행 할 수 없기 때문에 HTTP 에 XML로 구성된 

SOAP 메시지를 이용한다.

  

그림 3 웹 서비스 구조

Fig. 3 WEB Service Architecture

  

그림 3은 표  웹 서비스 구조로 WSDL, UDDI, SOAP의 

동작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웹 서비스는 WSDL로 서비스를 

기술하고 UDDI에 웹 서비스를 기술한 요약정보를 등록한

다. 서비스 요청자가 UDDI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UDDI는 

WSDL로 된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SOAP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송한다[8]. 

3.4 XML RDF(eXtensible Markup Language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XML은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송 가능 하도록 설

계된 표 으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기

존에 사용하던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의 한

계를 극복하고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발표하 다. 

XML 문서를 교환하고자 하는 각 시스템은 교환될 문서에 

한 XML 스키마나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미

리 정립해야 한다.  

CIM/XML은 CIM 모델의 자  교환능력을 좀 더 원활

히 하고, CIM모델을 XML로 표 하기 해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CIM은 엔터티- 계 에서 데이터를 정의한 것

에 반해 XML은 계층화된 구조로 확장된 태그 형태로 제공

하 기 때문에 일반 인 DTD 표 으로는 CIM 변환이 불

가능 하다. 한, CIM은 어 리 이션 범 나 사이즈에 따

라 변화 될 수 있으나 DTD는 CIM에 따라 버  변경이 불

가능하다. CIM/XML 문서는 CIM으로 표 화된 그 이상 확

장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고, 확장된 데이터는 비록 

계 이름과 엔터티 타입을 모른다고 할 지라도 엔터티와 

계 수 에서 인식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DTD로 

CIM/XML을 상세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CIM/XML은 XML 구조를 조직화 하기 해서 RDF와 

RDF 스키마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CIM-RDF 모델 변환

Fig. 4 CIM-RDF Model Changing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특정 자원에 

한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XML 기반의 임워크로 사

람이 이해하는 동시에 기계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메타데이

터 속성과 클래스 간의 계 표 이 가능하다. RDF는 객체

지향 기반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표 할 

수 있으므로 CIM 오 젝트들을 RDF 데이터 모델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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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IM-RDF 스키마 제

Fig. 5 CIM-RDF Schema Case

그림 4는 왼쪽의 CIM 오 젝트 모델을 오른쪽의 CIM 

RDF 데이터 모델로 변환 한 것이다. 그림 5는 그림 4를 

RDF 스키마로 표 한 것으로 클래스는 하나의 Type 는 

카테고리와 같은 일반 개념에 해당하며 RDF 스키마를 통해 

련 자원의 그룹과 자원들 간의 계를 기술해 주고 속성

의 “domains”와 “ranges”를 통해 다른 자원들의 특징을 서

술할 수 있다[9]. 

4. WAMAC 시스템

4.1 WAMAC 시스템 소개

산업 전반에 걸쳐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력계통은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는 부하 미 설비요소들에 의하여 운용측면에서
의 감시, 해석, 제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근 10여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에서 발생된 광역정
전의 경험은 대규모 정전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
급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WAMAC(Wide Area 

Monitoring And Control) 시스템으로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기능에 제어(Control) 기능을 추가하여 

2.1 의 선행 연구보다 향상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림 6은 WAMAC 시스템의 인 라 개발 구성도 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어 역은 수도권을 심으로 하는 

압안정화를 한 부하차단과 발 단지 과도 안정도를 한 

발 기 차단으로 나  수 있고, 기타 감시지역으로 나  수 

있다. 

4.2 WAMAC 아키텍쳐 설계

WAMAC 시스템은 선행과제에서 개발한 역계통 감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데이터의 동시성을 보장하고, 안

정 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인 라 구성을 해 

그림 7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WAMAC 아키텍쳐

는 EMS나 DMS와 같은 거시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고, 

SCADA와 연계하여 제어신호를 송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6 WAMAC 시스템

Fig. 6 WAMAC System

한, 각 변 소  발 소에서 취득되는 실시간 Phasor 

데이터를 처리 리하기 하여 별도 데이터 집 장치를 두

었고, 데이터를 가공하기 한 서버  계통 해석 알고리즘, 

수도권 부하 차단 알고리즘과 같은 알고리즘 서버를 별도로 

두어 시스템 리소스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WAMAC 시스템의 주요 목 은 제어 알고리즘이 수행되어 

한 시간에 제어 신호를 송하여 력 계통을 안정 으

로 운 하는데 있다. 따라서 각 하드웨어 자원들의 효율 인 

활용과 배치  사용자 인증, 권한, 동  화면 구성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WAMAC 네트워크 구성도

Fig. 7 WAMAC Network Diagram

WAMAC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WAMAC과  LAMAC 

(Local Area Monitoring And Control)으로 계층 구조화 할 

수 있으며, LAMAC 시스템은 해당 지역별로 실시간 Phasor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별 계통 이벤트들을 분석하여 지역

별 이벤트 상호 연 계  특정 이벤트 상황을 단, 

인지할 수 있는 력계통 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으

로 구축할 정이다. 한 WAMAC 시스템은 LAMAC 시

스템을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여 특정 시

스템의 Fail-Over시 자동 체 되는 Active-Standby 방식

의 무 단 고 가용성 시스템으로 설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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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AMAC의 계층구조

Fig. 8 Hierarchical Structure of WAMAC

 

WAMAC과 LAMAC은 감시  제어의 지역  범 가 다

르기 때문에 감시  제어 화면의 구성 역시 각 시스템 별 운

 특징이 반 되어야 하고 감시 지역 범 의 확   변경될 

경우를 고려하여 동  확장 아키텍쳐를 도입할 정이다. 

WAMAC은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감시  제어에 

한 다양한 동작 권한을 구분하고 설정 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운 자의 계통 리 감독 범 에 따른 

수 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조작 범 , 

데이터 검색 상, 제어 동작에 책임 등 단계 인 정책을 수

립하여 시스템에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9 High Speed Data Access 개발 방안

Fig. 9 Plan for Developing HSDA

WAMAC은 GID(Generic Interface Definition)를 용하

여 어 리 이션 별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GID는 GDA(Generic Data Access), HSDA(High Speed 

Data Access), GES(Generic Event and Subscription), 

TSDA(Time Series Data Access)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9는 HSDA 서비스 개발을 한 Sequence Diagram이다.

그림 10은 WAMAC 소 트웨어 아키텍쳐로 시스템 체

의 논리 인 소 트웨어 구성을 보여 다. 정보를 제공하는 

Provider이며 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는 Consumer인 서

비스들은 Proxy Service Agent를 통해 시스템 내/외부 어

리 이션들의 메소드들을 제공받아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0 WAMAC 소 트웨어 아키텍쳐

Fig. 10 WAMAC S/W Architecture

웹 서비스를 설명하는 WSDL 문서 일은 각 서비스  

Provider들이 제공하는 메소드와 같은 인터페이스 정보 뿐

만 아니라 Provider의 웹 서비스 치 정보도 포함한다. 따

라서 WSDL 문서 일은 WAMAC이 Provider의 경보시스

템과 통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WSDL 

문서 일이 생성되었다면 WAMAC이 Provider의 웹 서비

스를 호출하기 한 웹 서비스 록시 라고 하는 코드가 필

요하다. 이 록시는 Provider 웹 서비스의 종 을 인자로 

받아들여, 그 웹 서비스의 한 메소드를 호출 한다. 즉, 

그림 11처럼 Proxy Service Agent를 WAMAC 시스템의 창

구로 하여 설계 이외의 서비스가 추가 되거나 삭제 되어도 

웹 서비스 표 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면 WAMAC 시스

템과 상호호환이 가능하다.

그림 11 Proxy Service Agent

Fig. 11 Proxy Service Agent

4.3 외부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  통합

력 분야의 데이터 통합 목 은 력 시스템 성능 향상

과 한 련이 있다. EMS 같은 기존 력 시스템은 

력 계통 해석을 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데이터로 재 력 계통의 상황을 추정하

거나 측한다. K-WAMS 같은 고속 정 한 PMU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재 력 계통 

상황에 한 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력 분야

의 데이터 통합은 다양한 력 시스템의 잠재 인 성능향상

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WAMAC 시스템은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  통

합을 해 웹 서비스 표 을 이용한다. 웹 서비스는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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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랫폼간의 연동이 가능해지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

는 어디든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표  기반의 웹서비스 아키텍쳐는 상당한 이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 웹 서비스 근방법은 그림 12(출

처:http://www.adrianba.net)와 같이  (Point to Point) 

링크로 외부 어 리 이션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부 어

리 이션 기능  데이터에 근하고자 할 때, 각 외부 어

리 이션마다 각각 독립 인 링크를 구축해야 한다. 두 개

의 어 리 이션들 간의 통합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나, 를

들어, N개의 어 리 이션 간 통합을 해서는 N*(N-1)개

의  링크가 발생하여 다수의 어 리 이션을 연결하

고 통합하는 것은 고려해 야 할 문제이다[10].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ESB(Enterprise Service Bus)를 용한다.  

ESB는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사용자, 어 리 이션, 외부 

타 시스템에 서 범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 라 

소 트웨어로 그림 13(출처:http://www.adrianba.net)처럼 단

일  (Single point)을 제공하여 웹 서비스의  링크의 

단 을 해결한다. 한 ESB는 시스템간의 연계, 메시징 변

환/라우 , 웹 서비스 지원 등 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그림 12 Point-to-Point 링크

Fig. 12 Point-to-Point Link 

  

그림 13 Single Point 링크 

Fig. 13 Single Point Link

그림 14(출처: IBM RedBook)는 ESB를 통해 통해서 분

산된 서비스의 컴포 트 통합동작을 보여 다.

그림 14 Enterprise Service Bus

Fig. 14 Enterprise Service Bus

SOA는 앞에서도 설명하 듯이 서비스라고 하는 각각 비

즈니스 기능과 로세스들로 컴포 트화 한 어 리 이션 

임워크이다. 서비스는 자산의 치를 검색하는 서비스, 

재 주 수를 조회하는 서비스, 사용자 인증 서비스 등이 

될 수 있다. SOA는 W3C 표 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 인터

페이스를 래핑하여 기존 어 리 이션  신규 어 리 이

션을 통합한 비즈니스 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5는 SOA 기반의 서비스 통합을 개념화한 것으로 

ESB는 메시지 라우 , 메시지 변환, 이벤트 수신 등 각 서

비스 연결을 한 공통 서비스들로 메시지 지향의 미들웨어

로 표 하 고, 이들 서비스는 서비스 지스트리인 UDDI

에 등록된다. 한 각 시스템별 메시지 교환을 해서 

SOAP을 이용하 다[11].  

그림 15 SOA 기반의 통합아키텍쳐

Fig. 15 SOA based Total Architecture

그림 16은 CIM 기반의 데이터 교환을 한 메시지 포맷

과 련된 개략도 이다. WAMAC 데이터베이스에서 송하

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Exporter를 통해 추출하고 CIM RDF 

스키마를 이용하여 송할 CIM/XML 문서로 변환한다. 이

와는 반 로 WAMAC 시스템이 외부 거시 시스템의 데

이터에 근하기 해서는 웹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

의 정보를 요청하고, CIM/XML 문서로 도달한 정보는 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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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 스키마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

한다.

그림 16 CIM 기반의 데이터 교환

Fig. 16 CIM based Data Exchange

CIM RDF 스키마는 CIM 오 젝트 모델과 RDF 구문을 

수하여 추후 각 업무 역에서 생성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

터들을 변환하고 통합하기 한 기  데이터 스키마가 될 

것이다. 

 
4.4 CIM DB 설계

력 시스템들은 벤더 의존 이며 개발 랫폼에 종속

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특정 사용자가 타 시

스템의 데이터를 참고하기 해서는 번거롭게 오 라인 데

이터를 취득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형태로 변환하

여 사용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별

도의 시스템 연계  데이터 취득 모듈을 별도 개발하여 사

용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이용의 효율성  수집한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데이터 통합  공유를 해서는 모든 력 

시스템이 참조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공통된 표  데

이터 스키마가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력 공통 정보 모델인 CIM 기반의 데이터 스키마로 설계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17 IEEE 39 모선 계통

Fig. 17 IEEE 39 Bus Model

그림 17의 IEEE 39 모선 모델을 상으로 그림 18처럼 

CIM 오 젝트 모델로 표 해 보았다.  

CIM 모델링을 함에 있어 발 기, 모선, 변압기, 송 선로 

등과 같은 력 설비를 표 하는 것은 CIM의 Core Package, 

Wire Package, Topology Package 등을 이용하여 쉽게 모델

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WAMS의 구조 인 정보, 력계통에 

설치된 PMU의 연결정보, PMU에서 측정한 Phasor 데이터의 

상각과 크기등을 표 함에 있어서는 재의 CIM 모델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재의 CIM 모델에 WAMS Package를 추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12]. PowerSystemReousrce를 상속하

는 TimeSync, PMU, Terminal과 연 계에 있는 

PhaseMeter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18 CIM 모델링

Fig. 18 CIM Modeling 

그림 19(참조 : EPRI)는 CIM 스키마와 오 젝트 인스턴스를 

매핑시킨 TC57 네임스페이스를 표 한 그림이다. CIM 스키마

는 오 젝트 타입들과 오 젝트들과의 계(Relationship)로 계

층구조형태로 구성되고, 각 오 젝트 인스턴스는 오 젝트 타

입과 매핑된다.  

TC57 네임스페이스는 GID를 통해 CIM 기반의 계층구조 

오 젝트 모델과 통신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별 형

상화 된 오 젝트 인스턴스들의 표  방법을 제공한다. 즉, 

네임스페이스는 어 리 이션 로세스에서 CIM 스키마와 

인스턴스 데이터들을 표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림 19 Namespace의 제

Fig. 19 Example of Nam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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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57 Namespace는 IEC61970에서 PhysicalModel, 

ClassModel, ISModel의 세가지 형태로 표 화 되었다. 첫 

번째, TC57 PhysicalModel은 그림 20(참조: EPRI)과 같이 

력설비 주로 지역별 설비들을 트리구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TC57 ClassModel은 그림 21(참조: EPRI)과 같이 

력 설비 오 젝트 별 트리형태 이다. 를 들어 재 모든 

차단기 정보에 근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합하다. 마지막

으로 TC57 ISModel은 이벤트 수신과 련된 GES(Generic 

Event Subscription) 인터페이스와 연 이 있다. 그림 22(참

조: EPRI)와 같이 각 시스템별 트랜잭션으로 발생되는 이벤

트  정보를 트리 형태로 구 하 다[13]. 

그림 20 TC57PhysicalModel

Fig. 20 TC57PhysicalModel

그림 21 TC57ClassModel

Fig. 21 TC57ClassModel

그림 22 TC57ISModel

Fig. 22 TC57ISModel 

WAMAC 시스템은 이들 TC57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에 가장 합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

성할 것이며 추후,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계를 해서 가장 

유연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출 것이다.

4.5 WAMAC 시스템의 시각화 Client  

선행 연구과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역 모드와 

지역 모드로 나 어 실시간 데이터의 변화를 트 드 형태로 

보여주거나, 계통 해석 알고리즘 수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

여주고, 이력 데이터를 단순 조회할 수 있는 그림 23, 24와 

같이 단방향 시스템이었다. 

그림 23 K-WAMS 사용자화면( 역)

Fig. 23 K-WAMS User Interface

그림 24 K-WAMS 사용자화면(지역)

Fig. 24 K-WAMS User Interface

WAMAC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K-WAMS의 실

시간 데이터의 트 드 형태  각 압, 류, 상각, 디지

털 등과 같은 력 데이터의 특징 표 이 가장 한 

컴포 트들을 제공하여 운 자의 업무별 가장 친숙한 형태

로 화면을 동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정이다. 한, 

다차원 분석차트, 3D형태의 디자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목시켜 선행과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차별화를 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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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력 시스템과는 달리 비 실시간성 시스템인 재무, 회계, 

인사, 자재 리 시스템과 같은 비즈니스 시스템에서의 IT 

산업은 웹 서비스와 SOA 미들웨어 기반의 어 리 이션 통

합 기술들을 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러나, 재의 력 시스템 운  어 리 이션들은 폐쇄된 환

경에서 특정 기능에 특화된 시스템이 부분이며, 이러한 어

리 이션들은 통신 로토콜을 이용하는 RTU(Remote 

Terminal Unit)라고 하는 장치 사용을 통해 력 시스템과 

용 인터페이스를 한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력 시스

템 운  어 리 이션의 상호 운 성 제공  인 라 스트

럭쳐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미국 

EPRI의 목표는 력 회사의 제어 센터를 한 Plug and 

Play가 가능한 어 리 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력 분야의 상호호환성과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은 력 시

스템의 성능  신뢰도 향상과 한 련이 있기 때문이

다. 력 시스템 통합과 상호호환성은 IEC 61970 CIM과 

GID를 이용함으로써 력 분야의 어 리 이션들의 데이터 

통합이  실  가능해 질 것으로 측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WAMAC 시스템의 인 라 아키텍쳐

는 기본 으로 데이터 통합  어 리 이션 통합을 해 

IEC 61970 CIM 모델과 GID를 가능하게 하는 웹 서비스를 

인 라의 근간으로 하 고, 실시간 데이터의 동시성 확보, 

신뢰성이 보장된 제어 시스템 구축, 기존 거시 시스템과의 

연계  각 하드웨어 자원들의 리소스 최 화를 고려하여 

설계하 다. 한 향후 시스템 확장을 한 확장성과 유연성

은 시스템 개발의 매우 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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