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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스마트그리드 전력계통시스템 기술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
나는 국제표준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발전소부터 수용가까지 각 영
역별로 운영중인 시스템들이 국제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임
무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시스템이 아닌 타 시스템에 정보를 주고 받는
분산시스템의 구조로 전력시스템 전체 아키텍쳐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환경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와
매우 친화적이며 스마트그리드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전력회사마다 운영
중인 송변전자동화시스템인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에 대하여 IEC 61970 표준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들
이 세계시장에 급속히 공급되고 있어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이기종 제
품간에 정보교환의 호환성을 검증하는 상호운용성 시험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EC 61970이 적용된 SCADA 시스
템을 대상으로 표준기반의 상호운용성 시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서    론

전력계통시스템이 Smart Grid 시스템으로 변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으
로 발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운영 설비들이 국
제표준에 적합한 기기 및 시스템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현재 전력제품
판매시장에서는 국제표준을 채택한 제품들이 무수히 출현되고 있다. 이
들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다른 이기종 제품간에 단일 네트워
크상에서 정보를 상호간에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상호운용성 구현을 가
장 큰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다양한 제품간의 상호운용성
을 실현시키는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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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C 61970/61968/62325 CIM Package 구성도

IEC 61970은 계통운영을 위한 상위운영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어
플리케이션 상호간에 교환되는 전력회사 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의 물리적 정보를 논리적 정보로 기술하는
Common Information Model (CIM) 패키지를 정의하고 있다.
CIM 공통정보모델은 전력회사의 EMS/SCADA 정보 모델에 일
반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주요한 데이터들의 추상적인 모델이다.
이것은 리소스간의 관계와 함께, 클래스와 속성들이라고 기술되
는 표준 수단을 제공하므로서 EMS 시스템 사이에서 다양한 이
기종의 독릭적으로 개발된 EMS 어플리케이션간의 통합을 용이
하게 한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들에 종속된 내부적
표현방법으로부터 독립된 공통 데이터나 교환 정보의 접근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표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정
의에 의해 달성된다. CIM에서 기술되는 자원 클래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CIM의 사용으로 공통의
전력시스템 모델이 어플리케이션과 구체적 독립시스템 사이의

서비스에 대해 플러그 앤 플레이 상호운용성을 구현하므로서 전
력시스템 각 도메인 영역에서 통합이 가능해진다.

2. 본    론

  2.1 국제표준 상호운용성 시험 배경 및 시험 규칙
비표준화된 기술시대에서는 동일한 전력시스템, 설비를 데이터
정보 모델로 표현하는 방법이 기관, 업체, 국가, 지역, 요소별로 서
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여 왔다.

<그림 2> 전력시스템의 다양한 데이터 표현 형태

 스마트그리드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력시스템을 표현하는 데이

터 정보 모델의 교환을 통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IEC에서
규정하고 있는 CIM/XML 표준(61970, 61968, 62325)의 형태로
정보모델의 형태를 통일해 가고 있다. IEC에서 제공하는
CIM/XML의 형태는 표현의 기초형태와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으
며, 전력시스템 운영자 및 규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부분은 필
요에 따라 확장, 수정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전력시스템 정
보(EMS, SCADA, DMS 등)가 국제표준으로 일반화되지 않았으
며 기존의 설비, 시스템 제작사 역시 CIM/XML 등 국제표준 기
반으로 시스템 제작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될 정보모
델 생성의 여지는 많다. 이렇게 국제표준 기반의 시스템이 등장
하고 이기종간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운영 환경하에
서 CIM/XML 기반을 사용한 분산시스템 상호간에 정보교환 가
능성을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ENTS0-E 상호운용성 시험사례
ENTSO-E의 CIM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은 IEC에서 제정된 표준과
ENTSO-E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원에 필요한 CIM의 구성요소를 규
정한 새 ENTSO-E CIM 프로파일 초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호운영성 시험은 두 개의 단계로 진행
된다. 1단계는 시험평가를 점수로 채점하고, 2단계는 시험에 대
한 통과 여부를 측정한다. 필요한 샘플자료는 ENTSO-E에서 평
가단과 각각의 Vendor가 사전에 준비한 CIM14, CIM16버전을
NMD(Network Modeling Database)에 적용 사용하여 공유한다.

- TSO Model : ENTOS-E 모델 들 중 Equipment(EQ),
Topology(TO), State Variables(SV) 의 기본모델로 구성된 통합
파일 활용

- NMD : Network Modeling DataBase가 있는 File Server
의 Test Sample을 통신을 통한 다운로드, 업로드, 또는 공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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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경우 Off-Line 파일로 대체
각각의 시험단계는 참관인이 주도하며, 자신의 툴을 검증하는 결
과를 채점표와 의견,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으로 제출한다.
가. ENTSO-E 상호운용성 1단계 시험예시
▶ Test No 00 : TSO 검토 모델 출력
▶ 목적 : TSO 검토모델이 출력 가능함과 출력을 검증하고,

재입력하여 동일한 결과 표현 검증
▶ Equipment(EQ), Topology(TP), Sate Variables(SV)

XML 파일을 *.ZIP 파일 형태로 사용

<표 1> 상호운용성 시험케이스 평가 사례

Task Score

- 출력 불가능 0

- ENTSO-E 경계 정보를 포함한 출력 가능 1

- CIMDesk / CIMSpy EE 출력 검증 2

- 출력한 파일을 재입력할 때, 변경된 값이 없음.
에러 없음. 동일한 Load Flow 결과 확인

3

   나. ENTSO-E 상호운용성 2단계 시험예시
ENTSO-E의 2단계 시험은 계통 해석과 관련된 검증내역

으로 구성된다. 2가지 SCADA간 계통 해석측면에서 검토하였을
경우, 서로 운영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Test No 00: Load Flow 결과 비교 검증
- 목적 :
▶ 비교툴 A(Vendor A Tool와 비교툴 B(Vendor B

Tool)로 Load Flow 결과를 비교하여 대상툴의 상호운용성 검증.
▶ 판단기준 : 조류계산 결과 오차율 5%이하.
- 절차 :
▶ Test No.00에 사용된 파일을 각각 Tool A,B에 입력
▶ Tool A, B에서 각각 Load Flow 계산
▶ 평가인이 A,B의 결과 비교
- 산출물 :
▶ 입력된 *.XML, *.ZIP 파일명 명시
▶ 평가인이 계산 옵션, 설정값 확인
▶ Tool A, B 각각 하나 이상의 계산결과를 스크린샷으

로 산출물에 첨부

  2.3 상호운용성 시험시스템 개발
ENTSO-E의 CIM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항목 및 시험절차 등을 분

석하여 복잡한 시험 케이스와 수작업 절차가 많은 점들을 보완하고 체
계적인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험자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케이스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며 사용자 정의의
새로운 시험 케이스를 생성하고 파일들의 비교 검증을 위한 분석 엔진
들을 개발하여 보다 편리하게 상호운용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였다.
가. 상호운용성 시험시스템 주요 기능
- 프로젝트, CIMXML 뷰 기능
- CIMXML 속성 뷰 : Class의 Property 표현 기능
- PSS/E Raw file 뷰 기능
- CIMXML Text Editing & Searching 기능
- Output Process Window 기능
- Grouping, Sorting, Filtering 기능
- 상호운용성 검증 기능
- 전력계통 해석 기능
- 그래픽 지원 기능
나. 정보모델 TEST 방법

<그림 3> 기본 정보모델과 확장, 병합, 조류계산 TEST 구성도

     - 입력된 정보모델이 계통해석, 출력, 변환, 수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증함

- Full, Partial, Incremental 정보모델 입력(A)
- 입력된 데이터를 병합하고 수정하여 해석(Power Flow)

실행(B) 및 정보모델 출력(변환,분할)
- 출력된 정보모델을 다시 입력(병합)하여 해석(Power

Flow) 실행(C)
- A,B,C 데이터와 B,C의 결과를 비교하여 상호간에 데이터

교환이 적합한지 판단
- 같은 전력 시스템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D,E 정보 모델

에 대하여 해석 결과 비교
- 서로 다른 정보모델에서 각각을 변환하고 재구성, 병합하

여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검증함
다. TEST 시나리오
(1) 기본 입출력
- CIM/XML Full Import [ DB Base, File Base ]
- CIM/XML Full Export [ DB Base, File Base ]
(2) 기본 병합
- CIM/XML Full + Partial Import [ DB Base, File Base

] - Merging(병합)
(3) 기본 부분 출력
- CIM/XML Sub-Group Select
- CIM/XML Partial Export [ DB Base, File Base ]
(4) 증감 테스트
- CIM/XML Import [ DB Base, File Base ]
- CIM/XML Incremental 생성/수정/편집/저장/출력 [ DB

Base, File Base ]
- CIM/XML Incremental 단일 적용 & 순차 적용 [ DB

Base, File Base ]
(5) 조류계산 검토
- CIM/XML A, B Import
▶ Topology 계산, LF 계산
▶ 계산 결과 비교 확인, 계산 가능성 확인

라. 상호운용성 시험시스템 개발 사용자 화면

<그림 4> 상호운용성 시험절차 순차적 실행 화면도

3. 결    론

Smart Grid 전력환경의 가속화로 상호운용성의 시험이 매우 중요해지
고 있다. IEC 61970 표준환경하에서 CIMXML 기반의 분산시스템들 상
호간 상호운용성 시험을 수행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시험 케이스들을 관리하고 수행하며 비교검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 도구 개발을 본 논문에서 소개하였다. 향후 Smart
Grid 상호운용성 시험환경에서 본 기술의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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