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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의 목을 통하여 력IT 산업

이 시작되었다. 발 , 송 , 변 , 배  등 체 력망의 분

야에 걸쳐 활발하게 력IT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변 소 자동화 산업은 IEC 61850이라는 변 소 자동화용 통

합 로토콜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IEC 61850은 IEC TC 57에서 국제 표 화를 해 만든 

변 소 자동화용 통합 로토콜이다. 지 까지의 력IT 분

야의 통신 로토콜 에 가장 자세하게 정의되어 있고, 확장

성이 뛰어나 다른 력분야에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할 정

도로 잘 정의된 표 화 로토콜이다.

표 화에 근거한 IEC 61850은 특히 통신규약뿐만 아니라 

데이터 모델링에도 표 화를 한 노력을 하고 있다. CDC 

(Common Data Cla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IEC TC 57에서 만든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의 개념과 같은 표 화 목 을 가지고 있다[2]. CIM

은 력분야의 데이터 표 화를 한 포 인 데이터베이

스의 표 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3-4].

여러 가지 표 화에 한 활발한 연구들과 노력들은 많은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에게 제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다. 독 을 방지하여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값 싸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이 력시장에 공 되도록 하여, 

운 비용의 감과 고효율의 서비스를 수용가에 제공하여 

높은 력공  신뢰도 확보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하는 목표를 표 화를 통해 이루려고 한다.

특히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변 소 산업에서

는 표 화의 움직임에 따라 벌써부터 많은 해외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 한 인증에 한 심을 

보이며 극 인 제품 개발  출시 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부분이 IED 장비에 

한 개발에 치 되고 있다. 시스템의 체 운  면에서 본다

면 IEC 61850 기반의 변 소 운 을 한 IED들은 앙에

서 감시하고 리되어야 하고, 그래야 IEC 61850 기반의 디

지털 변 소 시스템이 효율 으로 운 된다. 즉, 앙 서버

의 HMI가 IEC 61850 기반으로 설계되고, 기존의 감시와 간

단한 제어의 기능과는 달리 개선된 환경의 장 을 최 한 

이용하는 HMI를 개발해야 시스템 효율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이를 한 노력으로 기존의 IEC 61850에 한 HMI 연구

는 기능과 변경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기능강화에 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5-8]. IEC 61850 환경에 합한 기능, 

통신, 감시에 목 을 둔 연구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표

화에 한 목 은 고려하지 않고 IEC 61850이 가진 장 들

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IEC 61850 기반의 HMI라 함은 표 화 목 에 부

합해야 하며, 디지털 변 소의 보다 효율 이고 완 한 시스

템을 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9-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 기반의 SCL(Substation Configuration 

Language)을 이용한 HMI auto drawing 기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IEC 61850의 목 과 SCL에 한 간략한 설명

을 통해 이해를 돕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CL

을 이용한 HMI의 구조와 기능의 설명을 통해 IEC 61850 

기반의 HMI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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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C 61850의 표 화 목 과 SCL

2.1 IEC 61850의 표 화 목

기존의 시스템은 앙장치의 가격을 렴하게 납품하여, 

이와 호환되는 해당 업체의 단말 기기들을 비싼 가격에 납

품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 독 으로 인하여 보다 렴하

게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왔다.

IEC 61850은 변 소 자동화용 통합 로토콜이며, 목 은 

표 화를 통한 기업들 간의 개발 편의성과 독 방지 등을 

통한 가격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통 표 화의 목 은 

기업별 국가별 각기 다른 형태를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독

이나 호환의 문제, 그리고 개발의 편리를 함이라고 할 

수 있다.

IEC 61850과 마찬가지로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이라는 개념을 통해 력분야의 체 인 데이터 형

태를 표 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IEC 61850을 만든 

TC 57에서 CIM에 한 연구도 수행하 으며, IEC 61850의 

CDC라는 용어을 통해 CIM 과 유사한 개념을 내세우고 있

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루어볼 때 IEC 61850 기반의 시스템

들은 모두 표 화의 개념에 근거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한

다. 기업들 간의 경쟁은 표 화에 따른 기업이 보유한 기술

력에 따라 경쟁이 되어야 하며, 결코 독자 인 형태의 시스

템 구축으로 인한 특정 기업들의 독 은 막는 것이 표 화

의 목 에 근거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기업과 연구의 주된 심들이 단말장치에만 

편 되어 있다는 이다. 아무리 우수한 단말장치를 만들더

라고 앙의 서버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시스템 

체 으로는 단말기기의 고성능을 앙 시스템이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station level의 HMI는 IEC 61850의 목 에 부합되

도록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CIM 는 CDC의 개념에 

따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오퍼 이터에 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계통 구성에 따른 화면의 interface를 

표 화된 형태의 자동화로 구성하지 않고, 시스템의 설치 지

역에 따른 재의 독자 인 시스템을 상으로 한다면 향후 

업그 이드에 한 부분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한 이것이 표 화의 목 과는 상반되게 새로운 시스템 

설치 업체가 선정되면 기존의 업체가 했던 자료를 공유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계통설계 도면을 통해 새롭게 HMI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만 서버와의 interface 기술은 해

당 기업의 기술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

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IEC 

61850에서 SCL을 통해 표 화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에서 제안하는 변 소 

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SCL을 통해 HMI auto drawing 기법을 이용하여 개

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2.2. SCL(Substation Configuration Language)

IEC 61850은 XML을 이용하여 변 소 시스템의 반 인 

구성을 SCL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SCL이란 IED에 연결된 

변 소 내의 통신을 한 구성언어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구성언어는 여러 제조자들의 호환성 있게 제조한 IED 엔지

니어링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소들 간의 표 형 interface

를 해 채택되었다. 

변 소 구성언어인 SCL은 XML 기반의 언어이다. SCL

에서는 4가지 종류의 일을 포함하고 있다.

SSD (System Specification Description)

ICD (IED Capability Description)

SCD (Substation Configuration Description)

CID (Configurated IED description)

 

SSD는 변 소 자동화 시스템 단 의 특성 정보를 포함하

고 있고, ICD는 IED에 특성에 한 정보, SCD는 변 소 구

조에 한 정보, 그리고 CID는 IED의 내부 구조에 한 정

보를 담고 있다.

4개의 일을 통합한 SCL 일은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의 

서버부터 IED까지 모든 정보를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게 된다. 

그림 1 SCL의 생성 과정

Fig. 1 A SCL generation process

IEC 61850의 변 소에 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SCL

은 구조와 장비의 기능  통신과 련된 반 인 모든 자

료가 들어있다. 따라서 SCL만 있으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변 소가 구성되더라도 모든 디지털 변 소에 HMI 설치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display에 한 개발 노력 부담과 활

용 가능한 정보들이 표 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스템 

감시  운 에 활용되는 HMI는 기능개발에만 충실하면 된

다.

3. SCL을 이용한 IEC 61850 기반 HMI

3.1 기존 HMI와 IEC 61850 기반 HMI의 개념과 차이

SCADA시스템은 변 소 종합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 앙장치 (HMI), 통신처리장치 (CSD), 원격 단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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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RTU), 력 장의 디지털화된 Relay (IED)  주변 설

비들과의 표 화된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력 장의 운  

능력을 향상시키고 설비간의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변 소 

자동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SCADA System에서 사용되

고 있던 Station HMI는 특정한 변 소에 해서 의존 으

로 개발되었다.

기존의 변 자동화 시스템의 HMI는 특정 상 변 소에 

한 도면과 각종 오 라인 정보들을 문서로 받아, 이를 활

용하여 오퍼 이터가 악하기 쉽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여 

활용되어왔다. 시스템 환경 특성 상 DNP3.0, Harris와 같은 

로토콜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특정 상 변 소에 HMI가 개발되기 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어왔고, 새로운 설비의 도입이나 

추출 등에 한 반응을 민감하게 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기존의 HMI의 화면구성을 보면 변 소의 

단선도가 변 소 별로 미리 고정되어 그려지고 각 구성설비

들 마다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일반 인 데이터들은 

미리 장된 채로 화면에 Display 되고 있다.

그림 2 DNP 3.0 기반 변 소자동화 HMI

Fig. 2 DNP 3.0 based Substation Automation System HMI

IEC 61850이 용된 디지털 변 소는 MMS통신을 활용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hard wire를 이용한 통신과는 달

리 ethernet 기반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망의 환경변화와 IEC 61850 기반의 변 소 자동화 

통합 로토콜의 등장으로 실시간 감시  운 이 가능해졌

다. 기존에는 통신환경과 로토콜 특성에 따른 기능과 시

간의 제약이 컸던 반면에, IEC 61850 기반의 새로운 HMI는 

이러한 제약들을 모두 해결하 다.

기존의 HMI는 상 변 소만을 해 독자 인 기술로 

기 인 상태감시를 한 정보제공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면, IEC 61850 기반의 HMI는 모든 변 소들에 한 기

인 상태감시 정보제공 외에 설비에 한 진단, 사고발생에 

따른 온라인 처리, 정보의 효율  운 , 상호간의 빠르고 정

확한 정보교환을 통해 신속한 사고처리 등 운 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표 화 형태로 제공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

다. 이 개념에서 가장 요한 것은 표 화를 통해 수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3.2 변 소 HMI 의 기능 

기본 으로 변 소를 운 하는데 있어 HMI들은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단선도 : 시스템 구성에 해 단선도로 표 .

- 알람 : 디지털 변 소 시스템의 알람/이벤트 기능은 운

 에 발생한 모든 알람, 이벤트들을 사용자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Report 기능 : 실시간 DB 서버에서 report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장  리하여 필요한 

형태의 report를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한 reporting 

시스템의 반 인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 시스템 상태 감시 : 운 자가 그래픽 화면을 통하여 운

 인 디지털 변 소 시스템들의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

- 이력 : 시스템의 정비나 유지보수, 작업 이력 등을 표시

- 원격제어 : 시스템 설비들에 한 원격 제어 기능

이러한 기능 외에도 상태해석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들

이 존재한다. 기존의 이런 HMI 기능들의 특징은 시스템 상

황에 한 해석에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IEC 61850기반의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은 IEC 61850의 

장 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HMI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한

다. 단선도, 알람, 보고서, 상태감시, 이력, 원격제어 등 이러

한 기능들은 IEC 61850에서 정의한 MMS, reporting, 

GOOSE등을 이용해서 기능이 구 되어야 하며, 기존에는 

없던 여러 가지 설비들에 한 진단, 통신 상태, 그 외 IEC 

61850에서 정의한 규정에 따른 검증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HMI는 시스템의 기본 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요한데, 설비의 교체  계통구성 변경 등으로 인한 

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서 IEC 

61850에서는 SCL을 통해 변 소에 한 모든 정보를 담았

고, 이를 이용한다면 Auto-drawing 기술을 통해 기존에는 

노력이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하지 못했던 새로운 IEC 

61850기반의 HMI 기능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 SCL 기반으로 만들어진 HMI는 해당 시스템의 모든 

설비와 정보에 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토

로 계측데이터  활용 정보에 한 기본 틀을 제공하여 시

스템 변경에 따른 자동 데이터베이스 환경 설정도 가능하고, 

설비  계통 구성 등의 변경  추가 삭제로 인한 신속하

고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SCL을 이용한 

HMI는 IEC 61850 기반의 HMI에 목 이나 기능면에서 볼 

때 필수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 기능은 시스템의 완성도와 

효율을 높이는 매우 요한 기능이 된다.

3.3 SCL을 이용한 Auto-drawing 과정

SCL을 이용한 IEC 61850기반의 HMI는 SCL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 자동으로 시스템 구성이 그려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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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해당 정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연계에 

한 고려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SCL 일은 XML 형태로 되어있다. 

이를 그 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 parsing을 통해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 그림 5는 SCL에서 변 소 구조 정

보를 담고 있는 XML 기반의 SCD 일을 보여주고 있다. 

각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parsing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추출해낼 수 있다.

  

그림 3 SCL을 이용한 HMI 표  과정

Fig. 3 HMI display process using SCL

Parsing을 통하여 얻은 정보들은 SCL 구조에 따라 자료

구조 형태로 장을 HMI 환경에서 활용할 비를 거쳐야 

한다. 이 게 장된 정보들은 HMI의 여러 기능들에서 활

용된다. 그  화면 display를 를 들어 설명해보면 압 

벨과 변압기, 각 Bay  장치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기 이 되는 변압기를 가장먼  좌표에 생성하게 된다. 변

압기의 양단으로 각각의 Bay 개수를 확인 하여 Bay의 개수

에 맞는 가지형태의 그림을 나타내고 그 게 정해진 Bay마

다 력장치들을 연결정보에 있는 순서 로 도시화 하게 된

다.

그림 4 XML 일 코드

Fig. 4 XML file code

그림 4는 SCL 내부의 XML 일 소스코드를 보여주며, 

일부 문구가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

으로 Auto-drawing에 의한 단선도 배치가 완료되고 다른 

HMI에서 다른 기능 등을 활용하여 SCL 일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 하고 활용할 수 있다.

3.4 SCL 구조에 따른 자료구조 구  

Parsing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는 HMI 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들이 공동해서 사용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추출한 자료

들의 효율  리와 이용을 해 자료구조 형태로 장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arsing된 데이터

를 그림 5와 같이 자료구조 형태롤 표 하는 간과정을 제

안한다. 

그림 5는 SCL 일로부터 parsing한 정보들  변 소 

구조에 한 정보와 통신에 한 정보들만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parsing한 정보들이 변 소에 한 정보를 display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운 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에도 SCL 

내부의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5 변 소 자동화 일부의 parsing을 통한 자료구조형태

Fig. 5 Data structure form by parsing of some part 

component in SAS

한 체계 인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효율 인 HMI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IEC 61850 기반의 HMI 이기 때문에 class 기반의 시스템 

구 을 해서는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5 Auto-drawing 기법

Auto-drawing을 해서는 parsing할 때의 각 level의 설

비들과 구성에 한 순차  구분이 필요하다. 를 들면 

Bay level에 있는 IED들의 개수는 parsing 과정을 통해 개

수를 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변 소 구조의 display 시 

화면 설계를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과 같이 parsing을 하면 IEC 61850의 특성에 따라 

각 level의 설비와 연결 계 등을 확인하여 자료구조화 시

키면 Auto-drawing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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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uto-drawing을 한 비과정

Fig. 6 A ready process for auto-drawing

  

이때의 parsing 된 데이터들은 각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CIM 기반으로 설계되어 장되어야 한다. IEC 61850에서는 

CDC라는 형태로 장된다. 이는 class 기반이며, 자료구조

의 형태로 각 level간의 구성요소와 수, 그리고 연결 계 등

이 포함되어 있어 auto-drawing 하기에 합하게 되어있다.

각 구성요소들에 한 이미지는 표  형태로 장되어 있

고, 각각의 이름은 에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구조나 정보의 변형에도 능동 으로 auto-drawing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표 화 목 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변 소 구조에도 능동 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그림 7은 변 소의 MTR 1개에 2개의 Feeder

가 존재하는 구조의 정보를 SCL을 통해서 parsing을 하여 

auto-drawing 한 결과이다.

그림 7 SCL을 이용한 단선도

Fig. 7 SCL based single line diagram

4. Case Study

본 논문에서는 Visual C++ 6.0을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IEC 61850 기반의 SCL을 이용한 HMI를 구 하

다. 그림 8과 같은 제 계통을 상으로 Visual SCL을 이

용하여 SCL 일을 생성하 다.

그림 8 제 변 소 계통

Fig. 8 Example substation network

그림 8을 상으로 한 SCL 일을 parsing을 통해 데이

터를 분류하여 자료구조 형태로 장하고, 각 설비들에 한 

이미지를 호출하여 화면에 나타내주는 방식을 사용하 다. 

parsing 할 때 SCL에 들어있는 각 정보들을 통하여 상 

변 소 구조의 각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로 auto-drawing 되도록 구 하 다.

그림 9는 SCL을 이용한 HMI 결과 화면을 나타내주고 있

다. 이 HMI는 parsing을 이용하기 때문에 SCL의 정보에 따

라 자동으로 변 소가 diplay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는 표 화에 한 기본 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그림 9 SCL을 이용한 HMI 표

Fig. 9 HMI display by SCL

 

그림 10은 feeder가 추가된 SCL을 이용하여 parsing을 

통해 결과를 display 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은 

주변압기 1 와 그에 따른 2개의 feeder가 추가된, 동일한 

형태의 구조가 새로 생겼을 때를 나타낸 SCL 일을 이용

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한 IEC 61850 기반의 SCL을 이

용한 HMI는 다양하고 다변하는 형태의 변 소 구조  설

비들에도 능동 으로 빠르고 효율 으로 단선도를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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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eeder가 추가된 SCL을 이용한 HMI 화면

Fig. 10 HMI display by SCL to be added feeder

  

그림 11 MTR이 추가된 SCL을 이용한 HMI 화면

Fig. 11 HMI display by SCL to be added feeder

drawing 함으로써 개발의 용이함과 동시에 운 자의 효율  

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결과를 본 사례연구를 통해 보여주

었다.

5. 결  론

지 까지의 IEC 61850에 한 연구는  세계 으로 

issue가 되고 있으며, 련 제품들이 인증을 통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와 제품들은 IED에만 편 되어 

있다. IED들과 연계하여 효율 인 디지털 변 소 리를 

해서는 IEC 61850의 기본 구조에서 station level의 HMI도 

매우 요하게 연구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표 화 특

성에 맞도록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을 기반으로 변 소 자

동화 시스템에 한 HMI 구  형태를 SCL을 이용한 auto 

drawing 기법을 제안하 다. 이는 CIM과 같은 형태의 IEC 

61850의 기본 목 이 표 화 목 에 부합된다는 것을 강조

하 다. 기존의 HMI와는 다르게 SCL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구조를 악하고 drawing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가진 HMI를 개발해야 한다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 다.

특히 IEC 61850기반의 HMI 일부 연구에는 기능과 특성

에 해서만 강조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부 기능을 

체 인 표 화의 목 에 따라 합한 HMI 구  방식을 

제안하 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록 SCL을 이용한 

auto drawing 기법을 주로 제안하 지만, 제안한 HMI의 

장 을 통해 향후 IEC 61850 기반으로 제작되는 HMI들은 

논문에서 제안한 SCL의 활용을 통한 개발방법이 리 사용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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