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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통상적으로 일반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은 통신 기능에 초
점을 둔 구조의 실시간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있다. EMS는 다양
한 전력 응용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실시간데이터 베이
스에 대해 가변성이 요구되고 일반적인 실시간데이터베이스로는 이 요
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EMS에서 요구되는 실
시간데이터 베이스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서    론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이하 SCADA) 기술을 이
용한 원방감시제어 시스템에서는 장 통신 기기에서 제공하는 In/Out 
데이터를 처리하며[1] 통상 으로 하  기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형태
에 따른 수평  구조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이하 RTDB)가 운용된다. 
이에 따라 SCADA 시스템의 RTDB는 기본 통신 기능에 을 둔 고
정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며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여분의 데이터를 
Reserve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 이다.
특정 사이트에서 요구되는 어 리 이션의 기능을 제공하기 해서는 
Reserve 데이터를 이용하는 별도의 로그램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로그램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모델을 변경할 수 없는 한
계를 가지며 시스템 Set-up 이후 어 리 이션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
이스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이에 처하기는 어렵다.
EMS 시스템은 AGC, ED 등의 발 기 제어  상태추정  부하 측과 
같은 다양한 어 리 이션의 운 이 필요하며[2] 향후 알고리즘의 개선 
 운  방안 변경에 따른 어 리 이션의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

서 EMS의 RTDB는 다양한 어 리 이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여야 하며 Set-up 이후에도 어 리 이션의 변경에 따른 데이터 
모델이 변경 가능하도록 가변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정된 데이터 모델
을 제공하는 통상 인 RTDB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응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RTDB의 구조  
기능에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데이터 모델 정의
2. 다  계층구조 지원

“데이터 모델 정의”는 사용자가 특정한 문법을 이용하여 특정 일에 
RTDB의 데이터 형태를 정의하면 RTDB는 사용자가 정의한 내용 로 
실시간 데이터를 구성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 기능이 가능하기 
해서는 시스템 기본 기능에 련된 Code와 데이터 모델간의 연 이 

없어야 한다. 시스템 기본 기능에 련된 부분은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결되어야 하며 Code는 이 부분에 해서만 연  계를 가져야 한다.
“다  계층 구조”는 데이터가 계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계층 구조에 
따라 데이터가 탐색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 어 리 이션에 따라 동일
한 데이터라고 해도 용되는 계층 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의 계
층 구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특정 변 소에 소속된 CB 목록
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하고 특정 변 소의 특정  압 벨에 속한 CB 
목록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2. 본    론

  2.1 일반 RTDB
  통상 인 SCADA 시스템의 RTDB는 Global 성격의 데이터를 여러 
Process가 빠른 시간 내에 근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공유 메모리 
역에 서로 약속된 구조체를 배열 형식으로 잡아 놓는다. 여러 로세

스가 약속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동작하므로 구조체의 내용을 변경하기
가 어려우며 배열 형식이므로 평면 인 구성을 가진다.

  2.2 EMS RTDB
  공유 메모리에 구조체를 배열 형식으로 잡는 것은 기존 RTDB와 동
일한다. 단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RTDB의 데이터 모델은 아래와 같은 
구성을 가진다.

<그림 1> RTDB 물리적 구성

물리 인 공유메모리에는 단일값이 들어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Item이라 칭한다. Item 값이 가지는 역할은 Item이 속한 Method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문의 RTDB는 Class-Object-Attribute-Method-Item의 
5단계로 구성되는 구조를 취하며 Method 종류에 따른 Item 값의 용도
는 Code Level에서 고정된다. 사용자는 RTDB의 Schema를 특정 문법
에 따라 정의하여 Class를 구성하는 내용을 정의하게 된다.

  2.2.1 데이터 모델 정의
  본 논문의 RTDB는 시스템 기능에 응되는 여러 Method를 이용하
여 사용자가 Schema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SCADA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Schema 정의 예

<그림 2>는 10만개의 Analog Point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Schema로 정의한 이다. 해당 정의에 따라 RTDB는 최  10만개의 
Object를 다룰 수 있도록 공유 메모리에 배열 형태의 블록을 확보하고 
스키마 정의에 의거하여 Object의 내부 Item을 할당한다.
스키마 정의에 따라 각 Object는 PV라는 Attribute를 가지는데 해당 
Attribute에 할당된 Method에 따라 동작 내용이 결정된다. 의 경우 
PV는 장 취득 는 연산식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Point Data이며 제
어  알람 기능이 부여된다. 한 취득된 Raw 값을 변환하기 한 
Scale Factor가 제공되며 RTDB에 Update시 범 를 검사하여 용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Method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각 
Method별로 정해진 Item이 존재해야 하며 RTDB는 정의된 Method에 
따라 필요한 Item을 약속된 순서에 의거하여 공유 메모리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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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이름 Type 설명

PV_Value Attribute와 동일 취득값 는 연산 결과값

PV_Tag int 제어/알람 지등의 사용자 설정

PV_Flag int 알람/취득상태 등의 PV_Value 상태

PV_Time time_t PV_Value 최근 Update 시각

PV_InitValue Attribute와 동일 PV_Value 기값

<그림 2>에서는 PointValue와 Range Method에 해 내부에서 생성되
는 Item의 목록이 표 되어 있다. PointValue에 소속된 Item에 한 설
명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PointValue Method 소속 Item 설명

통신을 통한 데이터의 취득/제어  연산식 동작 그리고 알람 리 등
의 SCADA 기본 기능에 련된 Code가 Method 내용과 상호 연 되어 
작성될 경우 Schema 형태에 따른 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 설
정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성은 증 된다.

  2.2.2 다중 계층 구조
 력계통은 수직  계층 구조의 성격이 강하며 운   어 리 이션 
동작 측면에 있어 RTDB의 기능에는 계층구조  이 요구된다.. 가
령 특정 변 소 혹은 특정 압 벨에 소속된 CB나 발 기의 목록을 
검색하는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 3> 계층구조 정의 및 계층구조 예

<그림 3>의 왼쪽 그림은 "AddChild"라는 약어를 사용하여 Class간의 
계층구조를 정의한 이다. 해당 정의에 따라 변 소(Station)에는 발
출력 제어장치(GUC)와 발 기(Gen)이 소속되어 있다. 데이터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실제 공유 메모리는 <그림 4>와 같이  
구 되어야 한다.
 

<그림 4> 공유 메모리 블록의 구성 형태

각 Class는 정의에 따라 특정 크기의 공유 메모리 Block을 유한다. 
Station Class의 Object는 Schema 정의에 따라 하 에 속한 GUC와 
GEN에 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하  Object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된 어 이 형태의 공유 메모리에 계층 정보 체를 기록
할 수가 없다.
Station Object는 Class별로 자신에게 소속된 하  Object  첫 번째 
Object의 Key에 한 정보만을 가지며 첫 번째 하  Object는 자신과 
동일한 Class에 소속된 Object 에서 동일한 상  Object에 소속된 다
음 Object에 한 정보를 가질 경우 고정된 어 이 형태에서도 소속
계를 추 할 수 있다.
RTDB는 이러한 계층 계에 따른 Query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MMI
가 이를 이용하면 계층구조 데이터를 일반 인 형태로 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 경우 STA1이란 Station에 소속된 GUC의 목록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STA1[STATION]/*[GUC]" 라는 Query를 던져 
GUC1, GUC3가 소속되어 있음이 결과로 리턴 되어야 한다.
발 제어 련 어 리 이션은 GUC를 단 로 제어출력을 계산한다. 하
지만 재 발 기 출력은 GEN 단 로 알 수 밖에 없으므로 GUC와 
GEN의 소속 계를 악하여야만 GUC에 달할 출력값을 계산할 수 
있다. 즉 <그림 3>에서 정의된 계층 계 외에 <그림 5> 같은 계층 구

조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계층 구조 측면에서 소속 계를 이
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종속 인 1:N의 계는 하나의 

계층구조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1:N의 계를 구 하는 것은 <그림 
6> 같은 방식으로 Schema를 지정한다.

<그림 5> 발전 제어 관련 계층구조

<그림 6>은 GUC와 GEN의 1:N 계를 구 하고자 N 계에 있는 
Class에 연결 계를 다루기 한 Attribute를 정의한 스키마 선언의 
이다. Attribute의 Type은 indirect_link로 정의되며 이 경우 별다른 선언
이 없이 1:N 연  계를 다룰 수 있는 Method가 내부 으로 할당된다. 
IndirectSource 선언 뒤에는 계를 맺을 Class 이름을 정의한다.

<그림 6> Class간 1:N 관계 정의

실제 물리  메모리 차원의 동작은 <그림 4>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
한다. GUC는 자신에게 소속된 GEN의 첫 번째 Object만을 알고 있고 
GEN은 동일한 GUC에 소속한 다른 Gen Object에 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스키마 선언에서 STA1에 소속된 GUC1의 소속 발 기에 
한 Query는 “STA1/GUC1<GEN,GUC_Index>/*"과 같이 작성될 수 있
으며 RTDB는 해당 Query를 처리하여 소속 GEN의 목록을 리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1:N 계에 해 필요에 따라 
Attribute를 정의하여 구 할 수 있으므로 다  계층 구조를 다루는데 
있어 유연함을 증  시킬 수 있다. 

3. 결    론

    EMS와 같은 다양한 어 리 이션의 운용이 필요한 시스템에 있어 
RTDB의 유연성은 요한 항목이다. 유연성을 증 하기 해서는 데이
터 모델과 시스템 기능간의 분리  여러 측면의 계층 구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한국형 EMS 개발에 사용되는 RTDB는 해당 기
능을 구 하여 재 실증 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  확장성은 EMS 외에 다른 시스템에도 유효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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