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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role of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DAS) is required to be changed from observing and control to 

complex and various new system including functions which monitoring, control, predi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MS type according to be gradually Smart Grid of distribution operation system for development of further power 

system industrial.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published communication standards which interface and 

data model of distribution operation system to IEC 61968 and of host system like EMS(Energy Management System) to 

IEC 61970. So far, each standards are emphasizing themselves, but if they are applied by designed integration of the 

standards, it could be more efficiency system. So, in this paper, integration application of IEC standards and structure of 

further distribution operation system to use them are proposed by gradually increasing importance of communication 

protocols, functions and roles in further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Smar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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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IT 산업의 통신 표 화에 한 심과 노력이 력

산업에서 큰 비 을 차지하면서, 력계통의 운 이 측정치 

기반의 off-line 해석을 통한 운 방법으로부터 측정 데이터

와 통신을 함께 이용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 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1].

통신의 이용하는 새로운 환경에 따라 이미 IEC는 IEC 

61850, IEC 61968, IEC 61970을 심으로 력자동화 산업

의 통신표 화에 주력하고 있다.

IEC 61850은 변 소 자동화용 통합 로토콜  데이터 

모델을 다룬 표 화이며[2], 한 변 소가 아닌 다른 계통 

역으로 활용 범 를 넓히고 있다[3-4]. IEC 61968은 배

계통에서 서로 다른 장비들 간의 통신 방법과 통신의 데이

터 모델링 등을 다룬 표 화 내용을 제안하고 있고[5], IEC 

61970은 EMS의 상  application들에 한 연동  결합에 

한 interface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6]. 이들은 각각의 

시스템 구조와 환경을 고려하여 표 화하 으며, 미래를 

비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통신의 활용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변화와 함께 

분산 원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가진 시스템

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분산 원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배 계통이 등장하면서, Smart Grid에 한 심과 연구가 

증됨에 따라 그동안 배 계통의 감시  제어에만 국한되

던 배 자동화 시스템이 앞으로는 분산 원의 출력량을 계

획하여 운 하는 형태의 EMS의 기능들 까지도 포함한 새

로운 미래 배 계통 운  시스템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7].

이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은 변 , 배 의 운 과 함께 소

규모 EMS의 형태로 분산 원의 측  발 량과 수용가

의 부하량을 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한 통신을 

이용하여 시스템간의 연계  운 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

템에 한 통신 표 화의 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배 리 시스템은 IEC 61850을 단독 용하거나, 

IEC 61970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단독 용하거나, IEC 

61968의 내용을 따라 단독 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

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interface 표 화를 주

장하는 각각의 표 화들은 각각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활용

성과 실  가능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를 들어서 IEC 

61850은 변 소의 특성과 안정된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만

들어진 것이고, IEC 61968은 원거리에 리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개체들과의 통신환경  이에 따른 통신 안정도와 

속도 등에 한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IEC 

61970은 EMS의 application들과 같은 하나의 office 단  

역 내에서 최상  운  시스템들 간의 안정된 고속 통신 환

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통

신 표 화로 모든 력분야의 통신 로토콜을 통합하는 것

은 합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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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표 화들이 가진 역할과 개념에 맞게 IEC 

61850, IEC 61968, IEC 61970을 각각의 특성과 용 상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미래 배 자동화 시스템에 혼합 용한

다면 표 화의 장 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스템의 성능 한 크게 개선될 것 이다.

이러한 표 화의 혼합 용에 한 연구는 최근 IEC 

61850과 IEC 61970을 통합 용한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CDC (Common Data Class) 기반의 IEC 61850과 

CIM(Common Information Model) 기반의 IEC 61970의 데

이터 type을 mapping을 통하여 하나의 통합 로토콜처럼 

사용하도록 별도의 interface 없이 통합하는 연구들이 있었

다. 한 IEC 61970과 IEC 61968의 통합 용을 한 CIM 

기반의 데이터 mapping에 한 연구도 있었다[8-11]. 하지

만 이 연구들은 부분 데이터 type에 한 통합을 다루고 

있을 뿐 체 인 시스템 에서 각각의 표 화를 활용하

는 방안이나 구조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mart Grid와 같은 미래 배 자동

화 시스템 기반의 운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배 계통 

운 에 을 맞추어 IEC 61968과 IEC 61970의 혼합 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내용을 뒷받침하기 하여 

IEC 표 화의 동향을 통해서 각각의 표 화들에 한 특성

과 활용 방안을 구별하고, IEC 61968과 IEC 61970에 한 

분석  비교를 통하여 두 표 의 개념 정립에 한 객  

자료를 제시하 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기반으로 Smart 

Grid와 같은 미래 배 자동화 시스템의 구조와 IEC 61968과 

IEC 61970의 혼합 용 형태를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력 IT산업과 표 화의 동향을 제

시하 고, 3장에서는 IEC 61968과 IEC 61970에 한 개요와 

비교를 제시하 다. 4장에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Smart Grid와 같은 미래 배 운  시스템의 구조와 IEC 

61968과 IEC 61970의 혼합 용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 다.

2. 력IT 산업 련 통신 표 화의 동향

지 까지의 력산업에서 력IT 시스템은 앙에서 모

든 것을 리하는 앙 집  형태의 구조 다. 하지만 차 

기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증 시키기 

해 분산 시스템에 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단일 시스템이 모든 역할을 단독 수행하며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형태의 시스템은 만들어

지지 않을 것이다. 를 들어서 EMS와 SCADA, SAS와 

DMS 등 시스템들 간의 상호 운 이 차 필요해지고 있는

데 지 과 같이 독립 인 역할만 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변화에 역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 1은 IEC TC 57에서 고려하고 있는 표 화 용 범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하나

의 control centre에서 여러 계통 리 시스템들이 상호 연

계를 통해 계통을 효율 으로 운 하는 형태로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정보교환을 한 

interface와 련된 표 화에 한 요성이 차 두될 것

으로 상된다.

그림 1 IEC TC 57의 표 화 범

Fig. 1 Standard domain of TEC TC 57

그동안의 력IT 시스템에서 통신 방식의 변천사를 보면 

속의 1:1 통신 방식에서 고속의 n:n이 가능한 Ethernet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Serial 기반의 통신 환경

Fig. 2 Serial based communication environment

지 까지의 력IT 시스템의 통신 환경은 그림 2와 같이 

hard wire, RS232, RS485 등을 이용한 serial 기반의 1:1 통

신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 환경에 합한 IEC 60870 

series, DNP 3.0 등을 통해서 운 되어왔다.

Serial 기반의 통신은 로토콜 입장에서의 흐름  로

토콜 데이터 처리에 하여 집 하여 정의되었으며, 각 응용

로그램은 독자 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로토콜과 결

합을 통해 통신을 수행하 다.

최근에는 IEC 61850을 이용한 변 소 자동화 시스템과 

같이 일정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IED간 BUS stack을 가지는 통신 네트워크 형

태를 채택하 다.

신뢰성 있는 BUS stack의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해서는 BUS에 연결된 모든 IED들이 동일한 로토콜을 지

원해야 하고, LAN(Local Area Network) cable의 데이터 

송거리 특성과 BUS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물리  공간이 일

정거리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제한된 

근거리 지역 내에 여러 단말기기들이 있을 때, 동일한 로

토콜을 사용하는 단말기기들 간의 통신을 한 환경에서 사

용하기에 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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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US 구조를 가지는 통신 환경

Fig. 3 BUS based communication environment

최근 여러 력IT 시스템의 통신 로토콜 표 화의 방

향을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Control centre의 여러 

application software들이 내부 환경에 맞는 표 화된 통신 

로토콜을 가지고 있다면, 자체 인 시스템의 통신에는 문

제가 없으나 application들 간에는 interface를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은 IEC 61850기반인데 

배 자동화 시스템은 IEC 61968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변 소 자동화 시스템과 배 자동화 시스템간의 

interface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상호간의 정보교환

이 불가능해지고 운 에 있어서의 조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개선하고자 IEC 61968과 IEC 

61970은 그림 4와 같은 형태의 Integration BUS 구조를 채

택하고 있다. 이는 통신 환경을 가지는 component 기반의 

환경으로 시스템 간 연동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IEC 61968에서는 배 운 을 한 여러 application들 간

의 interface, IEC 61970에서는 EMS 에서의 여러 

component들 간의 interface를 Integration BUS 구조를 통

해서 제안하고 있다.

그림 4 Integration BUS 기반의 통신환경

Fig. 4 Integration BUS based communication environment

3. IEC 61968  IEC 61970 개요와 비교

3.1 IEC 61968의 개요

IEC 61968은 Application integration at electric utilities 

- System interfaces for distribution management 라는 이

름으로 배 계통 리를 한 배  application software들

의 interface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5]. IEC 

61968의 특징은 interface  interface message만 정의하고 

있고 XML 기반으로 하며, 구  방법은 IEC 61850과는 달

리 IEC 61968의 범  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기능

을 어떻게 만들던 간에 interface가 필요하면 IEC 61968에서 

정의하는 룰을 따르는 형태의 표 화 이다. 

그림 5 IEC 61968의 interface reference model[5]

Fig. 5 Interface reference model of IEC 61968

그림 5는 IEC 61968의 interface reference model을 나타

내고 있다. IEC 61968에서는 각각의 business function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middleware를 이용한 service를 제공하

는 형태로 되어있다. DMS와 련된 외부 시스템들이나 

business function들과의 interface는 part 10에서만 정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 시스템과의 연동 보다는 DMS 

에서 필요한 여러 business function들과의 데이터 모델 

 interface에 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5].

3.2 IEC 61970의 개요

IEC 61970의 목 은 감시  제어 application들의 통합이

라고 할 수 있다. 련 application들 간에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의 통일뿐만 아니라 interface에 한 표 화이다. 이를 

통해서 각 application에서 통신으로 송수신 하는 규칙의 

복  남용을 피하기 하여  CIS (Component Interface 

Specification)를 통해 서로 통일성 있는 통신 방식으로 처리

하는 형태이다[6].

따라서 IEC 61970에 한 력분야에서의 장 은 력시

스템 운용을 한 여러 시스템들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각

각의 시스템 간 데이터 모델을 표 화 하여 interface 표

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IEC 61970의 용을 통해 지 과 같이 일 성 

없는 연결과 혼재된 데이터 교환 방식에서 data BUS와 표

 API를 이용한 통합을 이루어 개발 application들의 경쟁

을 붙여 단가를 낮추고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표 화

의 기본 인 의도를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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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EC 61970의 EMS using EMS-API component 

standard interface 구조[6]

Fig. 6 EMS using EMS-API component standard interfaces

가운데 component execution system이라는 data BUS의 

형태를 가지고 각 component라고 이름을 붙인 여러 

application들이 CIS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DMS application이 EMS의 형태 구조에 연결되어 있

는 것은 아마도 Smart Grid와 같은 소규모 EMS의 형태로 

운  될 것을 가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DMS도 필요

하다면 EMS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한 DMS와 같은 다른 component들과의 연계도 가능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IEC 

61970은 EMS 에서의 여러 component들과의 data 연계

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상  시스템 에서 다른 시

스템들과의 연계를 한 데이터 모델  interface 방안이라

고 볼 수도 있다. 즉, IEC 61970은 최상  시스템 에서

의 interface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HSDA와 같은 고속의 

통신도 필요한 것이기에 이러한 것들이 standard에 반 되

어 있다[6].

3.3 IEC 61968과 IEC 61970의 비교

IEC 61968과 IEC 61970은 각각의 standard 제목을 통해

서도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IEC 61968은 Application 

integration at electric utilities - System interfaces for 

distribution management 이라는 제목을 보아도 배 운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 application들 간의 interface에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EC 61970은 Energ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EMS-API) 라는 제목으로 EMS와 같은 

최상  시스템의 application들 간의 interface에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EC 61968과 IEC 61970에 한 비교는 표 1에서와 같이 

정리하 다. IEC 61970은 EMS와 같은 최상  운  시스템 

에서 연동하는 개념이고, IEC 61968은 배 계통 운  

시스템과 같은 서로 다른 이기종 형태를 결합할 수 있는 

interface와 메시지를 정의하고 있다. 표 화에 한 내용의 

구 에 하여 IEC 61970은 data BUS  CIS에 하여 정

의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IEC 61968은 구  부분에 해서 

언 하지 않으며 이 기종간의 통신 결합 방법  메시지 구

조를 정의한다.

항목 IEC 61968 IEC 61970

표 화 범

배 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이 기종 
형태를 결합할 수 있는 
interface  메시지 형태 

정의

EMS와 같은 상 운  
시스템 에서 연동 

개념

표 화 
구 내용

구 은 언 하지 않음
CIS를 이용한 구  

규약 존재

특징
배 의 특성에 따른 
통신, meter, asset 등에 

한 정의

실시간 송, 일반 송 
등 다양한 송방식 
존재, 네트워크 감시 

개념 없음

데이터구조 CIM을 메시지에 삽입 CIM 사용

응용 로그램
 시스템 결합

Application adapter를 
이용한 interface

Component adapter를 
이용한 interface

송 매개체 Middleware Integration BUS

이 기종 연동 
개념

각 기능별로 interface  
달 메시지 구조를 
정의하여 지원

CIS를 이용한 연동을 
기 으로 설명

표 1 IEC 61968과 IEC 61970의 비교

Tabel 1 Comparison of IEC 61968 and IEC 61970

각각의 통신에 한 특징에 하여 IEC 61970은 실시간 

송, 일반 송 등 다양한 송방식이 존재하고 네트워크에 

한 감시 개념이 없다. 이는 최상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제약된 공간에서의 신뢰성이 높은 형태로 통신 구조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EC 61968의 경우에는 넓은 공간

에 분포되어있는 통신환경을 가진 배 계통 특성에 따라 통

신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구조에 한 비교에서 IEC 61970은 CIM을 사용

하고, IEC 61968은 CIM을 메시지에 삽입하는 형태로 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IEC 61970은 component 기반

의 application, IEC 61968은 business 형태의 application 간

의 interface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송 매개체는 IEC 

61970은 integration BUS, IEC 61968은 middleware 형태의 

매개체를 활용하고 있다. IEC 61970은 CIS를 이용한 

interface를 IEC 61968은 기능별로 메시지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그림 7 력IT 통신 표 화를 한 IEC 61850/61968/61970의 

연 계

Fig. 7 Relationship of IEC 61850/61968,61970 for Power IT 

communic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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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력분야에서 IEC 표 화에 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IEC 61968과 IEC 61970 그리고 IEC 61850의 특징을 

기반으로 력IT 통신 표 화에 한 표 인 3가지의 연

계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IEC 61850, IEC 61968, IEC 61970들이 각각의 환경

과 역할에 맞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을 체하

기 보다는 상호 융합을 통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IEC 61968과 IEC 61970을 용한 미래 배 운  

시스템의 제안

4.1 IEC 61968과 IEC 61970의 용방안

IEC 61968과 IEC 61970의 특성에 따라 이들을 용한 미

래 배 계통 운  시스템의 구조와 용 방법을 그림 8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8 미래 배 리 시스템 서버의 구조

Fig. 8 A server structure of future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새로운 배 리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하나의 서버 

PC 안에 다양한 계층 구조를 가지는 방법을 제안한다. 각각

의 표 화 특성에 맞는 component들의 통신 표 화를 사용

하되 상호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IEC 61970의 CIS를 통

해서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서버는 CIS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IEC 61970에서도 다루

고 있는 발 량 측 는 부하 측과 같은 component들과

의 연동을 하며, 이에 한 결과는 CIS를 통해 배 계통 운

 시스템의 middleware로 송되어 배 계통 운 을 한 

여러 business function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변 소의 데이터  연동 운 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

지로 CIS를 통하여 다른 역의 표 화에 근하는 구조를 

가지는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이 구조는 IEC 61970과 IEC 61968을 혼합 용하여 최종

으로 각각의 특성과 기능에 맞고, 용 환경과 목표가 동

일한 표 화를 사용하도록 용 방안을 제안하 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그림 9는 향후 배 계통의 미래를 

상하여 체 력계통 시스템에 한 요소들의 치와 기

능을 배 계통 운 에 을 맞추어 나타낸 것이다. Smart 

Grid 형태로 미래 배 망 운 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감안

하여 변 소부터 배  말단까지를 나타낸 것으로, 변 소 좌

측의 부분은 발송 단 부분이므로 고려 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으로 체 력계통 입장에서의 최상  EMS와 IEC 

61970을 통해 interface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림 9의 간 부분에서 디지털 변 소는 IEC 61850 기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EC 61970을 통해서 control 

centre와의 interface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배 계통을 

리하는 시스템은 IEC 61968을 이용한 interface 형태로 구

될 것이며 배 계통의 단말 기기들과의 데이터 계측  

제어명령을 내리는 부분에 해서도 IEC 61968을 통해 이루

어질 것이다.

그림 9 미래 배 계통 운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Fig. 9 Components of future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4.2 미래 배 리 시스템의 제안

그림 9에는 S-RTU, S-Recloser, S-AMI의 치와 역할

과 기능이 나타나있다. S-RTU는 앙으로 계통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송하는 역할 는 앙이 내린 명령을 받아 수

행하는 역할을 가직 있으며, S-Recloser는 S-RTU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지 의 배 자동화 시스템과 같이 보호기능

을 탑재하고 차단기와 함께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S-AMI

는 일반 수용가나 소규모 분산 원이 연결된 수용가에서 부

하의 감시  리를 하는 장비이다.

일정 역의 S-AMI들의 데이터는 1차 으로 해당 역

을 담당하는 S-RTU에게 송된다. 이를 받은 S-RTU는 긴

 상황과 평상 시 상황을 구별하여 한 조치를 하는 역

할을 한다.

사고가 발생하기  평상 시의 정상 상황에서는 계통의 

데이터를 앙의 control center로 송하는 역할과, 운 을 

해 앙에서 말단으로 명령을 송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

다. 명령을 송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계통에서 앙으로 데이터가 집 되기 때문에, 데이터 집

에 따른 앙의 통신처리 부담에 한 고려를 해야 한다. 

만약 부하와 수용가에 한 감시를 해 다수의 AMI가 

직 으로 control center로 직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

을 한다면 앙의 입장에서는 운  역을 이거나, 운  

시스템 가격을 높이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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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RTU가 이를 1차 으로 정리하여 control 

center로 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게 한다면 상황에 따

라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 운  가격 

상승 한 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통 내 고장과 같은 긴  상황의 경우 자신이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에 해서는 S-AMI들과 인근 S-RTU들의 통신

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지 못한 

상황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데이터를 앙으로 송하고, 지

령을 받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는 분산제어 시스템의 도입에 한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분산제어 시스템은 앙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하여 분산 으로 각각의 동작을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agent 기반 시스

템으로 표 되기도 한다. 배 계통 내 다수의 분산 원을 

포함하고 있고, Ethernet 통신 기반으로 n:n 통신이 가능하

여 단말간에도 정보교환을 통해 운 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

어지는 분산제어 시스템도 도입될 것이다.

한 분산 원의 출력변화와 측하기 힘든 수요 부하에 

한 환경 변화를 agent 기반으로 효율 으로 운 하는 

smart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는 상

세한 알고리즘과 용 타당성 검토에 하여 향후 많은 노

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여러 smart한 application들

의 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환경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9의 우측 내부에서와 같은 구조들이 배 계통 

내에 반 으로 퍼져있는 그림 10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9의 우측 그림은 하나의 S-RTU만 나타내고 있는

데, 실질 으로 그림 10과 같이 S-RTU와 S-RTU 는 

S-Recloser 사이에는 다수 다종의 부하들이 존재하게 된다. 

DG의 연계에 따라서 부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신재생 발

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큰 규모의 수용가, 소규모 수용가, 

기 자동차 속 충 소, 큰 규모의 수용가가 큰 용량의 분

산 원과 함께 있는 부하, 작은 규모의 수용가가 작은 용량

의 분산 원과 함께 있는 부하, 이들이 집되어있는 단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게 복잡하고 다양한 부하들의 데이터들은  더 빠

르고 정확하고 세 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데이터의 

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여, 통신 네트워크의 환경과 기기

와 서버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0에서는 다수 다종의 여러 부하들의 데이터가 집

되고 가공되어 앙으로 송해주는 gateway 역할을 

S-RTU 는 S-Recloser가 포함된 미래 배 자동화 시스템

의 배 계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하들과 DG들은 각

각 S-AMI (Smart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가

지고 있어 설치 지 에서의 정보를 S-RTU에게 송하는 

구조를 가진다. 

S-AMI는 wire 는 wireless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망을 

구성하며, 이는 장 상황에 따라 바 도록 융통성을 가지도

록 한다. 한 이 S-AMI들은 각각의 고유명을 가지고 있으

며 치정보를 가지고 있어 S-RTU가 자신을 기 으로 양

단의 부하 는 분산 원의 종류와 특성  출력량을 악

하고 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그림 10 미래 배 자동화 시스템의 구조

Fig. 10 A structure of future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GE나 ABB에서도 배 계통에 있는 여러 단말기기들, 특

히 AMI와의 통신을 무선망을 이용해서 앙에서 모두 취득

하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선의 통신 

신뢰성과 과다한 수의 S-AMI 포인트가 존재했을 때의 통

신에 한 부하를 고려하여 유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의 장 은 앙으로 집

되는 정보와 통신의 양에 한 부담을 일 수 있고, 계통

에서 이벤트 발생 시 처 능력이 앙으로 가서 단 된 

후에 내려오는 것 보다는 단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들은 자체 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다. 이는 결국 

분산 시스템의 도입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미 MAS의 개념

을 통해 분산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보인바 있다[13].

이러한 가능성을 실로 바꾸기 해서는 시스템 구조와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향후 Smart Grid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이러한 시스템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성능

과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와 검토는 많

은 논의를 통해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력IT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

고 있는 통신 표 화에 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을 고

려하여 Smart Grid 시 를 비한 미래 배 리 시스템의 

IEC 61968/61970의 용방안과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 다.

력IT 분야의 통신 표 화는 차 통신 분야의 앞선 기

술들  이미 검증을 마치고 효율 으로 입증된 것들을 

용하는 형태로 기술 도입에 한 수 을 따라잡고 있으며, 

표 화의 동향을 제시하여 최근 IEC 61968과 IEC 61970에

서 제안하는 표 화 통신망 구조를 통해서 최근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IEC 통신 표 화 

working group들은 자기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개념과 결과

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타 분야와의 연동에 있어서는 서로 

자신들의 표 화를 제안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부분

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mart Grid 시 가 시작되면서 

력계통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배 계통 운  시스템을 

상으로 합한 IEC 61968과 IEC 61970을 혼합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이들을 이용한 미래의 배 운  시스템

의 구조도 제안하 다.

다양한 종류의 여러 지 으로부터의 데이터들을 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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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송하지 않고, S-RTU나 S-Recloser가 일종의 통신 

gateway 역할을 하여 interface를 맞춘 S-AMI를 통해 일정 

지역에 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제안하 다. 앙에

서 필요한 데이터와 단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리함으로

써 불필요한 통신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 agent 

기반의 기술이 미래의 운  시스템에 용되었을 때 데이터

의 활용이 보다 용이한 형태의 구조를 제안하 다.

미래 Smart Grid의 운  시스템은 배 운  시스템 기반

의 소규모 EMS 형태가 될 것으로 상되고,  그 게 변

하고 있다. 한 분산 시스템의 극 도입과 이를 한 

agent 용 기술의 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력분야에서 이러한 agent 기술이 용된 분산 시스템과 

력분야 통신표 화들의 통합 운 에 한 연구와 기술이 

크게 발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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