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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growth of operational complexity in power systems, necessity of information integration between 

automation systems such as EMS, SAS, DAS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been increased. This paper proposes a 

new information integration architecture between power automation systems based on web service technique. Loosely 

coupled feature of web service system can provide more flexible and reliable way to exchang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sting on the demonstration system has been performed to establish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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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에서 력계통은 가장 요한 기반설비 에 하

나이다. 력계통은 외란에 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하

여  더 범 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각 자동화시스템간

의 자율 인 정보교환과 업을 통한 계통운 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력계통은 앙 집  운 방식을 용하여 

공통된 표 을 정의하고 모든 자동화시스템들이 이를 따르

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통합된 정보교환망 구축이 가능하

다. 그러나 최근 력산업의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으

로 인해 이질 인장치  자동화시스템들이 력계통으로 

병입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 정보교환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내외에서 력과 IT를 융합한 력IT 기술

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로써 IEC61850과 같은 국제

표 을 이용하여 자동화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제작사가 

개발한 장치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한 연구노력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3]. 그러나 력IT 기술의 근

간이 되는 정보의 통합이 실질 인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

는 자동화시스템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화시스템

들 사이에서도 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4]. 

분산된 력정보자원을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하여,   

정보교환과 련된 많은 연구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IT기

술을 응용한 것이 부분을 차지한다[5]. 참고문헌 [6]에서는 

SPID(Strategic Power Infrastructure Defense)시스템에 

해서 소개하고 있다. SPID시스템은 정보교환을 해 XML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문제 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 XML을 사용함에 따라 

정보교환의 유연성과 확장성에 있어 병목 상을 야기한다는 

이다. 참고문헌[7]에서는 자율 분산형 실시간시스템인 

DART(Distributed Autonomous Real Time)가 제안되어 

규모 자동화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이슈인 정보보안 문제

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된 메시

지와 데이터 련 IT기술에 해 열거하고 있으나 웹 기반

의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한 구체

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8]에서는 정확

한 역 디펜스시스템 설계  시뮬 이션을 하여 웹 서

비스 기반의 디펜스시스템 설계방법에 하여 제안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엔지니어와 자동화시스템 사이의 정

보공유 문제에 해서만 다루고 있어 체 력계통 정보통

합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이질 인 자동화시스

템간의 정보교환문제를 해결하기 한 표 인 연구로 

EPRI의 Intelligrid[9]와 Gridwise[10] 등이 진행 이다. 

력시스템내의 정보통합  정보교환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이들 각각은 기술 인 제약사항을 

여 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산된 시스템들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면서 랫폼 독립 으로 통합된 정보시스템

을 개발하기 해서는 좀 더 자율 이고 유연성 있는 근

법과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력용 자동화시스템들이 

정보자원을 원활히 공유하도록 하기 하여, 최근 이슈 가되

는 웹 서비스 기반의 자율 인 정보교환 방법론을 제시한

다. 웹 서비스기술을 용한 통합화시스템 내에서 각 자동

화시스템들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서비스 단

로 구 한 후 지스트리에 등록한다. 이후 특정 자동화시

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기능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스트리에서 서비스를 검색한 후 그 기능을 이용한다. 

웹 서비스가 가지는 가장 큰 이 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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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되는 메시지가 XML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웹 서비스 기반의 정보교환 구조는 XML을 해석가능 

한 시스템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랫폼 독립 으로 원하

는 정보자원에 유연하게 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본론은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2.1장은 웹 

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용방안에 하여 설명한다. 2.2장은 

력용 자동화시스템들 간의 정보교환을 한 웹 서비스 기

반의 정보교환 구조를 설명한다. 2.3장은 SCADA 시스템을 

상으로 구축한 데모시스템을 이용해 본 논문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2. 본  론

2.1 웹 서비스 구성 요소  용구조 

이 단원에서는 력용 자동화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을 해 

본 논문이 제시하는 웹 서비스기술에 한 정의와 그 용

구조에 해 기술한다. 먼  웹 서비스 구성요간의 행 와 

이를 해 사용되는 표 들을 기술하고, 웹 서비스를 구성하

는 요소들을 력계통에 용했을 때 그 구조를 설명한다.

2.1.1 웹 서비스 정의

웹 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XML 표 을 기반으로 개발

된 메시지와 HTTP를 통해 운 체제나 구 기술에 구애 받

지 않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웹 서비스라 한다. 웹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개자, 소비

자등으로 구성되며 그림 1은 각 구성요소 사이에 이루어지

는 행 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웹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web service system

웹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 는 개인을 

말하며 개발된 서비스는 웹 서비스 개자가 운 하는 장

소에 등록한다. 개자는 개발된 웹 서비스를 고하는 역

할을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는 회사를 말하며 서비스를 검색한 후 련된 정보를 이용

하여 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등록되

기도 할 것이므로 모든 서비스의 근방법은 미리 정의될 

수 없다. 따라서 제공자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의 인터페

이스를 기술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

를 가진다. 이와 같은 웹 서비스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행

를 지원하고 상호 유기 으로 결합하기 해, 서비스 인터

페이스 기술, 등록, 검색  호출과 련된 표 인 SOAP, 

WSDL, UDDI 등을 이용한다.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XML 문서를 보내거나 받을 때 HTTP를 사용하기 

한 메시지작성 표 이다. 즉, 송되는 XML 문서의 구조

를 일 으로 통일함으로써 표 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개발된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XML기반으

로 기술하기 한 표 으로, 개인이나 회사들이 해당 웹 서비

스에 원격으로 근하기 해 필요한 원격 메소드명  

달인자를 제공하기 해 사용되는 언어이다.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UDDI는 웹 서비스의 등록과 검색을 한 XML 지스트

리의 구 과 사용 방법을 표 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UDDI 표 에 맞게 구 된 지스트리를 UDDI 지스트리

라 한다.

분산된 자동화시스템들을 통합하기 해 분산객체기술,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등 많은 방법론들

이 제시되어왔으며, 이들 각각을 이용한 력정보통합  교

환방법의 옳고 그름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질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미래의 확장성, 

랫폼에 한 종속성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한사항

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력자동

화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랫폼 독립 인 

정보교환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 개방된 표  기반의 웹 

서비스 기술을 이용한다.

 2.1.2 력정보 통합 아키텍처

웹 서비스 기반의 력정보 통합 아키텍처는 력정보서

비스 소비자, 력정보서비스 제공자, 력정보서비스 개

자 등으로 구성된다. 력계통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자동

화시스템이 상이 되며, 자동화시스템을 구성하는 단 모듈

들도 아키텍처 요소에 포함된다. 그림 2는 웹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력계통의 특성상 

분산된 모든 자동화시스템은 자신의 기능을 최 화하기 

하여 타 시스템의 정보를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자동화시스템은 서비스 소비자

인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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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웹서비스 기반 력정보 통합시스템

Fig. 2 Web based power system information integration

다음은 웹 서비스 기반의 력계통 아키텍처의 각 구성요

소들의 행 들을 정리한 것이다. 

력정보 서비스  소비자

소비자는 모든 력 자동화시스템들을 의미하며 시스템 

운 상 타 시스템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력용 UDDI 

지스트리를 통해 서비스를 검색한다. 한, 소비자는 검색 

결과로부터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치,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를 기술하는 WSDL 문서의 치 등을 악한

다. 이 후 WSDL 문서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 정보서비스를 

호출하며, 타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한다.

력정보 서비스  제공자

각 자동화시스템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이

에 해당되는 정보서비스를 구 한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호출에 필요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WSDL문서로 정의한다. 

구 된 서비스는 자체 서버내의 호스 환경 내에서 리되

며 소비자에 의해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의 특징과 치, WSDL문서 URL 등을 력용 UDDI 지스

트리에 등록한다.

력정보 서비스  개자

정보서비스 개자는 각 자동화시스템이 구 한 정보서비

스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서비스 제공자는 개발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리 배포

하기 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상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 간의 행 는 그들의 구 환경

에 무 하게 랫폼 독립 으로 통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기 때문에 웹 서비스 표 인 SOAP, WSDL, UDDI를 용

한다. 한, 이 표 들은 력계통데이터 특성을 반 한 형

태로 용되어지며 각 자동화시스템들을 표 기반으로 유기

으로 결합함으로써 웹 서비스 기반의 력정보 통합 아키

텍처를 구성한다. 각 력자동화시스템 내부 으로는 이질

인 디바이스들을 통합하기 하여 기존의 IEC61970, 

IEC61850 등의 국제 표 을 사용한다. 즉, 본 논문에 제시하

는 력정보통합 아키텍처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통합을 

하여 웹 서비스 기술을, 시스템 모듈단 는 특화된 국제표

을 용함으로써 그 구성이 완성된다.

2.1.3 SOAP 기반 력정보 메시지 구조

웹 서비스 기반의 력계통 아키텍처에서는 자동화시스템

간의 정보를 자율 으로 교환하기 하여 XML 기반의 

SOAP 메시지를 이용한다. 이 의미는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의 특징에 따라 달되는 력정보 메시지 구조를 사용자가 

직  정의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라도 체

계 으로 기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웹 서비스 

기반 력정보 통합 아키텍처 내에서 송되는 SOAP 메시

지구조의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SOAP 메시지 구조

Fig. 3 Structure of SOAP message 

력계통 데이터를 SOAP 메시지로 표 하는 경우 최상

 요소에는 자동화시스템의 이름 는 지역정보가 포함되

며 하  요소에는 이를 구성하는 설비들이 계측하는 압, 

류, 유효 력, 무효 력, 는 개폐기 상태  계 기 상태 

등과 같은 력계통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SOAP 메시

지는 사용자가 직  작성할 수도 있으나 WSDL 문서를 이

용해 자동 으로 생성하는 것이 일반 이다.

2.1.4 력용 UDDI 지스트리

력정보 통합 아키텍처 내에서 자동화시스템이 타 시스

템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력정보 서비스가 

호스  되어있는 엔드포인트 치를 알아야 한다. 물론 시

스템 운 자간에 사 약을 통한 약속이 되어 있다면 번거

롭게 검색하는 차는 생략가능 하다. 하지만 하나의 자동

화시스템만 하더라도 보유한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

에 생되는 서비스의 종류 한 많아진다. 체 력계통

을 상으로 하는 경우 수많은 서비스가 력계통 내에 산

재 하게 되어 리가 어려워지며, 력정보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해서는 력정보 서비스를 리 하기

한 특화된 UDDI 지스트리가 필요하다. 한, 력 자동화

시스템의 특성상 신뢰성, 속도, 보안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UDDI의 형태는 패쇄  UDDI 형태가 합하다. 즉, 그림 4

와 같이 인증 받은 운용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UDDI 지

스트리를 통한 력정보 서비스에 검색권한을 차단하는 형

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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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폐쇄  UDDI 지스트리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private UDDI

범용 UDDI의 경우 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

든지 서비스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서비스의 내용, 존재여부,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한 차

가 방 하여 생략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반면 패쇄  UDDI는 특정기업 내부에서만 운용되

고 리되기 때문에 서비스등록 시 정해진 차에 따라 검

증이 가능하여 서비스의 신뢰성  보안성을 보장 가능하

다. 한, UDDI 지스트리는 XML을 기반으로 력정보 

서비스에 한 정보를 체계 으로 분류하고 리함으로써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검색함으로써 통신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

2.2 력 자동화시스템 사이의 정보교환 방법

본 단원에서는 웹 서비스 기반의 력정보 통합 아키텍처

의 모든 요소들을 취합하여 구성되는 력정보 통합시스템

에 해 설명하고, 통합 시스템에 용되는 력정보 메시지 

교환 모델을 설명한다.

2.2.1 력정보 통합시스템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력자동화 통합시스템은 분

산시스템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사용

된다. 그림 5의 각 자동화시스템은 평상시 IED들로부터 계

통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 설계 목 에 알맞은 연산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결과 데이터는 자체 서버에 

장 리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자동화시스템들에 의해 사용

되어진다. 자동화시스템들은 타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를 

미리 정의하고 이에 알맞게 정보제공서비스를 구 하며, 서

비스 리시스템의 UDDI에 등록함으로써 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여 다. 를 들어 CORBA 기반의 DAS시스템이 

GIS시스템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DAS시스템은 서비

스 리시스템으로부터 GIS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

색한다.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DAS시스템은 검색결과 목록

에서 목 에 알맞은 서비스를 선택하며, 해당 서비스의 

WSDL문서를 GIS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하고 싱을 수

행한다. 이후 WSDL문서에 정의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

반으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송하며, GIS시스템의 정보

서비스는 요청한 정보의 종류를 검색하고 응답메시지를 

송한다. 그 결과 DAS시스템의 응용 로그램에서는 GIS시스

템의 응답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출

력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력자동화 통합시스템

Fig. 5 Integration of power automation system

CORBA 기반의 DAS시스템이 GIS시스템의 정보서비스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수신하는 과정에서는 SOAP 기반의 

XML문서를 기반으로 메시징하기 때문에 GIS시스템의 구

랫폼에 독립 으로 정보자원에 근할 수 있다. 따라서 

력계통내의 자동화시스템들은 웹 서비스를 통해서 라면 

언제든지 서로 다른 역의 정보자원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동화시스템이 병입 되더라도 쉽게 연계 가

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움 이면에는  다른 험 요

소가 존재한다. 즉, 여러 장 을 가지는 웹 서비스가 력계

통 내에 산재하게 되었을 경우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발견 

하는가이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 서비스 리시스템을 이

용한다. 개발된 서비스는 서비스 리시스템의 UDDI 지

스트리에 미리 정의된 분류체계에 따라 등록되어지며 체계

으로 리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서비스를 쉽게 발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떠한 서비스라도 치, 랫폼, 

구 언어 등에 독립 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재 력계통은 력용 자동화시스템 내부설비들 사이의 

정보통합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의 력계통은  거

화 되고 운 환경이 빈번히 변화함에 따라 시스템 내부에

서 만의 정보통합은 경쟁력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와 련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력정보 교환구조는 

산재되어있는 력계통 정보자원에 하여 기존 근방법에 

비해 보다 효율 이고 유연한 근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복잡하게 연계된 력계통을 보다 효율 이고 정확하게 제

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운 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각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모두 취합하여 

통합연산을 함으로써 최 화된 의사결정  제어를 가능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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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메시지 교환 모델

SOAP 메시지 교환 모델으로 요청과 응답 모델, 재귀  

모델, 로드 스 모델 등이 있으며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용되는 모델은 요청과 응답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요

청과 응답 모델을 기본 으로 용하며 정보 서비스의 특징

에 따라 로드 스 모델을 활용한다. 력계통내에 산재

하는 정보 에는 그 특징에 따라 사용빈도가 제각각 나타

날 수 있다. 즉, 모든 시스템이 필수 으로 취득해야 하거나 

그 사용빈도가 높은 정보의 경우에는 필요시 마다 서비스를 

검색하고 호출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의 경우 로드 스 모델을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 자동화시스템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자원 에 모든 시스

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류하고 필수정보 서비스로 정의 

한다. 이 때 필수정보 서비스는 그림 6과같이 실시간 로

드 스 으로 타 시스템에게로 송하게 된다.

그림 6 로드 스 을 이용한 메시지 송

Fig. 6 Message exchange using the broadcasting

한, 특정 정보서비스에 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경

우, 필요시 마다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과정은 매우 

반복 이며 비효율 이다. 이 같은 경우에도 력정보 서비

스에 자신의 URL주소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서비스는 등록

된 시스템에 해서는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로드 스 으로 정보를 송함으로써 정보자원

을 필요로 하는 자동화시스템의 불편함을 해결 가능하다.

2.3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SCADA 시스템을 상으로 한 데모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

테스트를 실시하 다.

2.3.1 웹 서비스 기반 SACDA 데모시스템

데모시스템은 도우즈 XP 기반의 컴퓨터 2 , 계측장비 

6 , 원발생장치 1 , 통신컨버터 1  등을 이용하여 네트

워크로 연결,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을 구성하 다. 

SCADA 시스템의 기능 에 데이터수집 기능을 력정보 

서비스로 구  하 으며, 이 서비스는 압과 류의 실효치

와 IED가 수집한 차단기의 상태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의 이름은 각각 GCV(Get Current and Voltage)

서비스, GBS(Get Breaker States)서비스라 부른다. 그림 8

은 성능검증을 해 구성한 데모시스템으로 그림 7의 제 

배 계통을 상으로 하 다.

그림 7 제 배 계통

Fig. 7 Example of distribution line

그림 8 성능검증 테스트 시스템의 구성

Fig. 8 Configuration of performance test system

력정보 서비스 소비자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고 

수신하는데 사용되며 수신된 정보는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

램을 통해 화면상에 출력된다. 력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계측기로부터 받은 데이터인 압과 류의 실효치를 제공

하는 GCV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단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GBS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표 1은 계측기가 력신호 발생기로부터 측정한 압과 

류 데이터로 정보서비스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표   1  압과 류의 실효치

Table 1 Voltage and current RMS value 

선로 압[V] 류[A]

L1 219 5

L2 217 4

L3 224 6

L4 210 7

L5 218 4

표 2는 차단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에 기록된 

차단기에 한 정보는 임의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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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차단기 상태정보

Table 2 States of breaker

차단기 ID 상태

Breaker 1 OPEN

Breaker 2 CLOSED

Breaker 3 OPEN

Breaker 4 OPEN

Breaker 5 CLOSED

Breaker 6 CLOSED

의 정보들을 수신하고 출력하기 해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을 구  하 으며, 기본 으로 WSDL 문서요청  

수신, 력정보 서비스 호출, 호출결과 출력 등의 기능을 가

진다. 한, 서비스 호출결과 값의 가독성을 높이기 하여, 

수신 데이터의 형태별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응

용 로그램 내부 으로는 WSDL 문서 싱과 요청  응답 

SOAP 메시지 생성, 메시지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3.2 통신테스트 결과

본 논문이 제시한 정보통합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두 가지 력정보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

을 통해 호출하고, 수신한 데이터와 력정보 서비스가 제공

한 데이터를 비교하 다. 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기술한 

WSDL 문서의 내용도 같이 확인 하 으며, 이를 싱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SOAP 메시지를 서버 측 WSDL 문서와 

비교확인 하 다. 그림 9는 정보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한 

WSDL문서를 싱하고,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을 이용하

여 자동으로 생성한 GCV와 GBS 서비스 요청  응답 

SOAP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서비스 요청  응답 SOAP 메시지

Fig. 9 Request and response SOAP message 

생성된 두 SOAP 메시지의 정확성을 단하기 하여 수

신한 WSDL문서와 비교분석 하 으며, 이 문서 내에 정의

하고 있는 SOAP 메시지 구조와 생성된 SOAP 메시지의 구

조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WSDL 문서의 <type> 요소

에 기술된 매개변수 이름과 데이트 타입, 원격 로시  이름

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message> 요소에 기

술된 SOAP 메시지의 이름과 생성된 력정보 SOAP 메시

지의 이름이 일치함으로써 SOAP 메시지가 정확하게 생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과 11은 클라이언트 응용 로

그램을 이용해 GCV와 GSB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출력한 화면이다.

그림 10 GCV서비스 호출결과

Fig. 10 Result of calling CGV service

그림 11 GBS서비스 호출결과

Fig. 11 Result of calling GBS service

호출결과와 표 1과 2를 비교 하 을 때, GCV 서비스가 

송한 데이터는 류 5[A], 압 219[V]이며, GBS 서비스

가 송한 데이터인 차단기의 상태는 OPEN-CLOSED- 

OPEN-OPEN-CLOSED-CLOSED로 응용 로그램이 출력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SCADA 시스템을 상으로 구축한 데모시스템 상에서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과 력정보 서비스 상호간 통신테

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 결과 값을 수신함에 있

어 문제없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데모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 들은 웹 서비스 기반의 표 들을 이용

하 으며, 이를 이용한 모의결과 송수신 데이터가 모두 일치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력정보 교환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3. 결  론

력시스템은 사회를 유지하는 매우 요한 기반 시

설로서 정 으로 인한 경제 , 사회  향은 매우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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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력계통을 안정 이고 효율 으로 유지 리 하기 한 

연구노력들이 력IT 기술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 이며, 

부분은 자동화시스템 내부의 기능을 자동화하기 하여 

시스템 단 의 정보통합을 고려하고 있을 뿐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 화된 력계통 운

을 해서는 타 시스템내의 정보자원을 모두 취합하고 계

통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력용 

자동화시스템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은 각 자동화시스템이 이질 인 환경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웹 서비스 기반의 

정보교환 방법은 표  통신 로토콜, XML 메시지  인터

넷을 이용하여 구 언어, 랫폼 독립 으로 이질 인 자동

화시스템들 사이의 정보교환문제 해결을 한 한 방법 

제공한다. SCADA 시스템을 상으로 구축한 데모시스템을 

통해 제안된 정보교환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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