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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mon Database for the Application Programs of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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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programs for distribution system analysis and control has 

been essential part for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DM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common database for 

application programs of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The proposed database model has several characteristics as 

followings. First, the proposed database model is designed for the common use of almost the whole distribution 

application software. The static equipment model and dynamic type tables are mixed and the parallel table structure is 

applied. Second, the linked list structure of database are used for the fast processing of applications. The database model 

includes the hierarchy and non-hierarchy distribution system structure. Third, the reduction method of distribution 

database is applied. For this, we present the network reduction rules. The basic concept of reduction rules are the 

electrical unification of successive line section which has not lateral branches and the removal of simple lateral branches 

which has no devices and other laterals. Proposed database model is tested for the Jeju system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rough the test, we verified that the proposed database structure can be effectively used to 

accomplish the distribution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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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발생한 국 인 순환정 을 비롯한 력계통의 

장기 원계획의 어려움과, 차 가시화되고 있는 CO2 배출 

규제 등의 세계  추세는 신재생에 지를 비롯한 체에

지의 력계통 유입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 수년

부터 력계통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는 력계

통 운 을 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소규모의 신재생에 지 부분이 직  연계되는 배 계통의 

경우 신재생에 지의 불규칙한 출력변동을 흡수하고 안정

이며 신뢰도 높은 력공 을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신재

생에 지의 배 계통 유입은 계통 운 의 불안정성을 증

시키며 이 때문에 계통 상태의 정확한 악  제어를 한 

다양한 응용 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국내 배 계통의 운 은 배 자동화 시스템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DAS)이 담당하여 왔으며 

배 계통의 감시, 고장제거  복구, 작업 리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신재생에 지원의 계통연계 등

으로 인한 배 계통의 환경변화는 운 원의 직  단만

으로는 더이상 안정  계통운 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변동

성이 심한 신재생에 지의 출력 변화에 응하기 해 주기

인 계통 해석  제어를 한 응용 로그램의 탑재가 필

요하게 되었다. 규모 배 계통에 한 실시간 응용 로

그램의 구동을 해서는 짧은 시간내에 필요 데이터의 입출

력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의 운 시스템용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구축이 필수 이다. 

선행연구로 배 계통 조류계산 수행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가 있으며[1] 실시간 구동용이라기 보다는 배 계통 

응용 로그램의 실행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선로 체 알고

리즘을 수행하기 한 배 계통용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하

다[2]. 그러나 개폐기 조작을 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이며 

실시간 응용 로그램의 구동을 해서는 부 합하다. 한 

웹기반의 로세서와 응동하는 배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를 제안하 으나[3,4] 규모 계통에 해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객체지향 방법론을 이용하여 배 계통감

시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5], 트리구조를 이

용하여 고속경로 탐색을 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하 다

[6].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선로 감시  고장복구를 해 

원격데이터 송  스 치의 조작을 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에 집 되어 있으며 실시간의 응용 로그램 구동을 한 

모델에 해서는 언 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배 운 시스템(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DMS)의 계통 해석  제어를 한 응용 로그램

의 공통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제시하 다. 제시된 데이터베

이스 모델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제시한 

모델은 응용 로그램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이를 해 계통 설비 모델  동  테이블들이 혼재

되어 있으며 병렬 테이블 구조를 용하 다. 둘째, 빠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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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D 구조 DB의 

Fig.  2 Example of ID structured database

출력  연산을 해 링크 리스트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되

었다. 제시한 모델은 계층  비계층  배 계통 구조를 포

함하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크기  연산시간

의 감을 해 축약 모델이 용되었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기존 국내 배 계통 운 시스템

인 배 자동화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요약하 다. 제 3장

에서는 제안한 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축약모

델의 구축과정과 결과를 요약하 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용한 사례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제 5장에서는 실계통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구축된 데이

터베이스 모델을 효용성을 입증하 다. 이를 통해,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링크 구조의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ID 구조의 

배 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던 연산시간  메모

리의 비효율성 등의 약 을 보완함을 입증하 다.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면 규모 배 계통에 한 응용 로그램의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 한 계층 , 비계층  구조를 설계

하여 모든 DMS 응용 로그램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서 수행하

지 못하던 실시간 응용 로그램의 탑재  운용이 가능하

다는 장 이 있다. 

2. 기존 국내 배 계통 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기존 국내 배 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그림 1

에 도시하 다[7]. 그림 1은 가장 기존 배 운 시스템의 데

이터베이스  가장 심 인 부분만을 도시한 것이다. 그

림 1의 원내부의 문자로 표기된 P와 F는 각각 유일키

(primary key)와 참조키(foreign key)를 의미한다. 그림 1에

서 볼 수 있는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변 소(SUB), 주 변압

기(MTR_BANK), 배 선로(DL)  개폐기기(SW_FRTU)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구조이다. 체 인 구조의 심에는 개폐기기

(SW_FRTU)가 있으며 배 선로(DL)에서 시작  개폐기기

(D/L 인출단 차단기(CB))의 아이디(ID)를 가지고 있다. 개

폐기기는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측정치 테이블

(SW_MEA_TY1, ..., SW_MEA_TYn)들과 연 된다.

그림 1 기존 배 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Fig. 1 Database structure of conventional system

배  배 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배 선로의 감시를 한 개폐기의 측정치 취득  원

격제어를 목 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이다. 따라

서 체 인 DB 구조는 개폐기(SW_FRTU)를 심으

로 구성된다.

2) 기존 배 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계통해석  

제어 응용 로그램의 연산을 한 테이블 구조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

- 응용 로그램의 연산을 한 입/출력 데이터 테이

블과 응용 로그램간 데이터 공유를 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응용 로그램2가 응용 로

그램1의 연산 결과를 참조하려 하면, 응용 로그램

2에도 응용 로그램1의 코드가 복되어 있어야만 

한다.

- 계통해석  제어 응용 로그램을 한 계통 모델 

데이터(송 측 등가 원, 분산 원, 변압기 탭 모델, 

SVR  Shunt Cap., SVC 등)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3) 모든 테이블간 연 계는 인덱스(index)가 아닌 ID로 

연결된다. 를 들어 A테이블의 특정 코드와 련된 

B테이블 코드의 계를 정의할 때, 아이디로 연결된 

경우 A테이블의 특정 코드에 보 된 ID와 같은 B테이

블의 코드를 질의(쿼리, query)를 통해 탐색(search)

해야만 하므로 입출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ID 구조와 인덱스 구조의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그림 2

에 도시하 다. 그림 2(a)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 배 운

시스템과 같은 ID 구조의 DB의 경우 해당 변 소에 소속된 

발 기의 발 량(MW) 합계를 구하기 해서는, 발 기 테

이블의 변 소 필드의 ID를 조하여 “변 소1”에 해 총 

6번, “변 소2”에 해 총 6번의 탐색을 수행해야한다. 국내 

DMS의 운 상은 최소 지 단 를 목 으로 하고 1개 지

에는 많게는 10여개의 변 소가 있으며 최  약 150여개

의 D/L(distribution line, 주간선)을 감시/제어해야하므로 모

선기 으로 1만 여개 이상 크기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수 있다. 만일 그림 2와 같은 제의 코드수가 수천 는 

수만개로 늘어나면 그 검색 시간 한 기하 수 으로 늘어

날 것이다. 따라서 규모 계통의 주기  계통해석  제어

를 한 응용 로그램의 수행을 해서는 부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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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  운 시스템의 변화  데이터베이스 제안

단순한 배 계통 감시  고장처리를 수행하던 배  운

시스템은 최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 분산 원의 배 계통 유입으로 인한 조류, 압  보

호 문제의 발생 : 기존 배 계통에는 송 망에서 유입

되는 조류를 제외하고는 부하만 있는 형태 다. 그러

나 최근 신재생에 지 발  등의 분산 원 배 계통 

연계의 증가는 배 계통의 토폴로지를 송 망과 같은 

다수의 원  부하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변경시

키고 있다. 한 이는 기존의 배 계통 보호방식인 과

류 보호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2) 배 계통 루 방식의 도입 : 최근 신뢰도 증가  선

로 이용율의 향상 요구로 인해 방사상(radial) 계통으

로 운 되던 배 계통에 상시 루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배 운 시스템은 다양한 배 계통 

해석  제어 로그램을 탑재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것이 

국내외 인 추세이며 기존의 배  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차세  배 운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8-11]. 기

존의 배 운 시스템을 배 용 감시시스템으로하여 통칭 배

자동화시스템(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DAS)로 부

르던 것에서 차별화하여 다양한 응용 로그램의 탑재를 통

해 운 원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도움을 주는 시

스템을 배 운 시스템(DMS)이라 정의하고 있다[12]. 일반

으로 국내외 DMS에 탑재되는 배 계통 해석  제어 응

용 로그램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13].

구분 목 응용 로그램

실시간 

제어모드

주기  

계통상태 

악  제어

1) 토폴로지 처리

2) 배 용 상태 추정

3) 실시간 조류계산

4) 압-무효 력 최 화

5) 보호 조 자동정정

6) 구간부하 패턴생성

이벤트 

처리

고장구간 

탐색  복구

7) 고장구간 별

8) 정 구간 복구

검토모드
미래계통

검토

9) 최 계통 재구성

10) 고장계산

표   1  일반 인 DMS 응용 로그램 구성

Table 1 Application programs of typical DMS

3.1 데이터베이스 모델 요구사항 분석

앞서 언 한 배 운 시스템용 응용 로그램의 공통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해 표 2와 같은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하 다[13].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인 입출력 

데이터를 악하 다.

3.2 계통 축약 알고리즘 제안

앞서 언 한 것처럼 국내 DMS의 운 상은 최소 지

단 를 목 으로 하고 1개 지 에는 많게는 10여개의 변

소가 있으며 최  약 200여개의 D/L이 포함될 수 있다. 배

계통의 경우 단순한 분기선이나 단순히 연속되는 선로들

이 많아 그 로 토폴로지 모델을 처리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며 응용 로그램의 처리시간 

한 많이 소모된다. 한 임피던스 특성행렬(Y행렬, 이득 행

렬)의 특이성(singularity)이 증 되어 역행렬 등의 연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는 계

통 축약 모델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통축

약 방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응용 

로그램
요구사항

토폴로지

처리

1) 기능: 기  모선/링크/독립계통 생성, 유효성 검증

2) 입력: 개폐기 상태, 설비 연결 정보, 사용자 옵션 정보

3) 출력: 설비와 모선과의 링크, 독립계통 련 데이터

배 용

상태추정

1) 기능: 압, 류 Bad data 검출, 압/부하 추정

2) 입력: 토폴로지 처리결과, 각종 측정치, 의사 측정치

3) 출력: Bad data 처리 정보, 상태추정 요약, 부하추정

실시간 

조류계산

1) 기능: 독립계통 별 조류계산 수행, 수렴 련 지정기능

2) 입력: 모선, branch, injection 정보, 설비 라메터

3) 출력: 독립계통/변 소/MTr/DL별 요약, 배량 검출

압

무효 력 

최 화

1) 기능: 압 배 해소, 스 칭 최소화  손실최소화

2) 입력: 조류계산 결과, 제어기기 정보, 사용자 지정값

3) 출력: 제어 권고치, 권고치 용 후 계통상태 요약

보호 조

자동정정

1) 기능: 과 류  통신 보호 조 정정기능

2) 입력: 보호기기 특성 정보, 고장 류계산, 기존 정정값

3) 출력: 보호기기에 한 정정값

부하패턴

생성

1) 기능: 주   주말 구간  D/L 부하패턴 생성

2) 입력: 상태추정  조류계산 결과, 수행 시간

3) 출력: 하루 15분 단 의 부하패턴 데이터

고장구간

별

1) 기능: 고장발생 구간 별, FI 오류 데이터 필터링

2) 입력: 보호기기 정보, 개폐기의 FI  고장 류 값

3) 출력: 고장구간  고장구간 고립을 한 스 치 목록

정 구간

복구

1) 기능: 연계 선로 여유용량 악. 복구해 도출 기능

2) 입력: 보호기기, 개폐기기, 구간부하  연계선로 정보 

3) 출력: 복구를 한 스 치 조작 권고치

최 계통

재구성

1) 기능: 손실최소화, 부하균등화 목 의 재구성 권고

2) 입력: 토폴로지 정보, 부하 패턴 데이터

3) 출력: 재구성을 한 스 치 조작 권고치

고장계산

1) 기능: IEC60909 방식 고장해석, 신재생 고장기여 계산 

2) 입력: 토폴로지 정보, 설비 임피던스 정보, 인버터 연

계형 분산 원의 고장기여%(사용자)

3) 출력: 각 모선/선로/고장종류/ 시간별 고장 류 계산

표   2  DMS 응용 로그램 요구사항 분석

Table 2 Analysis of functional requirement of DMS applications

 

1) 배 계통에는 많은 단순 분기선(simple diverged 

branches)들이 있으며 이들을 제거(removal) 하더라도 

부분의 계통해석에 향을 주지 않는다.

2) 배 계통에는 기기(개폐기기, 변압기 등)와 연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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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많은 연속선(successive branches)들이 있다. 계

통해석의 측면에서는 이들의 통합(integration)이 가능

하며 선로 임피던스와 구간부하의 경우 재산정을 해주

여야 한다.

3) 보호 조 정정  압강하 등의 해석을 해서는 말

단( 는 취약지 )의 경우 앞서 언 한 제거  통합

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계통축약 방법의 단계  수행을 그림 3의 제계통을 이

용하여 설명하 다. 그림 3에서 원형의 검은색 은 노드

(node)를 나타내며 흰색 은 보호 조 정정을 한 말단 

지 을 나타낸다.

단계 1) 그림 3(b)와 같이 단순분기선을 제거한다. 단, 말

단 지 은 제거에서 제외한다.

단계 2) 모든 단순분기선이 제거될때까지 단계 1을 반복

한다.

단계 3) 그림 3(c)와 같이 기기와 연결되지 않은 단순 연

속선을 통합하고 임피던스를 재산정한다. 단, 말

단 지 은 통합에서 제외한다.

단계 4) 모든 단순 연속선이 통합될때까지 단계 3을 반복

한다.

 

     (a) 기 계통 구성         (b) 단순 분기선의 삭제

 

 (c) 연속선의 통합  재산정 (d) 계통축약 후의 계통 구성

그림 3 계통축약 단계

Fig. 3 Network reduction procedures

3.3 제안 데이터베이스 모델

배  운 시스템의 응용 로그램이 소 트웨어가 공통으

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본 논문에서는 어 리

이션 공통 모델(application common model: ACM)이라 명

명하 다. ACM은 앞서 표 2에서 설명한 각 어 리 이션의 

요구사항과 각 계통 설비에 한 모델링을 이용하여 설계되

었다. 

ACM은 계층  모델과 비 계층  모델로 나뉘어지며, 응

용 로그램의 구동  운 원의 화면 표출을 한 사항들

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각 테이블간의 계를 설정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 자동화와 달리 인덱스를 이

용한 링크 리스트 모델(linked list model)을 사용하 다[14]. 

ACM 데이터베이스의 각 테이블은 기본 으로 다음의 3종

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1) 테이블의 각 데이터 코드에 한 식별자: 일반 으

로 연속 인 정수값을 사용한다.

2) 코드 값: 이름, 상  계층의 이름, 특성 값(임피던스, 

열  제한치, 공칭 압 등)

3) 다른 테이블( 는 코드)로의 연결식별자: 이것은 

Head, Sibling  Indirect index의 3가지 인덱스로 구

분된다. Head index는 연결된 테이블의 첫 번째 코

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며 Sibling index는 Head 

index와 련된 다음번의 코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이

고 Indirect index는 1:1 링크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ACM 데이터베이스에 한 링크 리스트를 이용한 테이블

간 연계의 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만일 특정 노드를 개

폐기기의 from측 노드로 가진 모든 개폐기기(CBSW)들을 

검색한다고 하면, Head index(HI_FCBSW)  Sibling 

index(SI_FNode)를 이용하여 찾을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드 1의 from측 Head index는 개폐기기 1번을 

가리킨다. 한 개폐기기 1번의 노드 1에 한 Sibling 

index는 2이다. Sibling index에 한 추 을 통해 노드 1을 

from측 노드로 가지는 개폐기기는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

음을 찾을 수 있다. 만일 Sibling index가 0이면, 이것은 다

음 코드 검색상의 마지막 코드라는 의미이다. 만일 개

폐기기의 토폴로지 정보를 찾는다면, from측 노드로의 

Indirect index(II_FNode)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의 개폐

기기 5번의 from측 Indirect index는 해당 개폐기기가 노드 

3번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 링크 리스트를 이용한 테이블간 연계 

Fig. 4 Example of relationship between tables using linked 

list

본 논문에서 제시한 링크 리스트 구조는 그림 4에서 설명

한 3가지의 인덱스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이며, 앞서 언 한 

그림 2의 ID 구조의 와 비교하면 다음 그림 5와 같이 비

교할 수 있다. 그림 5의 경우와 같은 인덱스 구조의 DB는 

그림 2와 달리 해당 변 소에 소속된 발 기의 정보를 앞서 

언 한 3가지 인덱스를 가지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링

크구조에 의해 “변 소1”에 소속된 첫 번째 발 기는 1번이

며 그 다음은 3번, 4번, 6번 순으로 찾아가게되므로 총 4번

의 반복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에 언 한 검색(찾으려

는 ID와 같은지 다른지를 검사)과 달리 링크를 따라 반복하

는 형태이다. “변 소2”에 해서는 동일하게 2번 반복하게 

된다. 

그림 2의 ID 구조의 DB의 경우 총 12번의 검색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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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Group 의미 Table Group 의미

BOF 지 (branch office) GLNSEC 계통 축약을 통해 도출된 LNSEC

SS 변 소(substation) TR 변압기(2권선, 3권선, SVR 포함)

MTR 변 소 주 변압기(main transformer) ***OPT 각 응용 로그램 옵션 설정

DL 배  주 간선 BAD*** 오류데이터 검출 결과

SNV 변 소별 공칭 압 EQUTY 설비 종류

NV 체 시스템 공칭 압 VVM 압 배 감시(voltage violation monitoring)

ND 물리  (Node, 노드) OLM 선로 과부하 배 감시(Overload monitoring)

GND 계통 축약을 통해 도출된 노드 PFVM 주변압기 역률 배 감시(PF violation)

BS 기  (Bus, 모선) RC 리클로져(recloser)

ISL 기  독립계통(Island) RELAY 보호 계 기(relay)

BR 2노드 설비(선로, 변압기 등) RCTYPE 리클로져 종류

GBR 계통 축약을 통해 도출된 Branch PROSTAN 보호 조(보호기기 종별) 기

IJ 1노드 설비(발 기, 병렬장치, 부하, SVC 등) TCCURVE 보호 조 특성 곡선(T-C Curve)

CBSW 개폐기기(차단기기 포함) TCCPARAM T-C Curve 계수

TISW 연계개폐기(변 소간 연계 개폐기기) PATH 보호기기 보호 조 경로

GEN 발 기(동기/유도기, 인버터 연계형, ESS 등) SCA*** 고장계산 출력용 테이블

SHUNTEQ 병렬장치(Shunt Cap., Shunt Reactor) DNRSWCMD 계통재구성 연산 결과(스 치 조작 시 스)

LD 구간부하(Load) DNRRESLT 계통재구성 연산 결과(계통 평가 결과)

SVC Static VAr Compensator ACLS 측정장치 정 도 그룹(accuracy class)

ESS 에 지 장장치(배터리 시스템) CBGROUP 구간부하 계산을 한 개폐기 그룹

LNSEC 선로 구간(Line Section) PCEOUT 보호 조 자동 정정 연산 결과

표   3  개별 테이블의 의미

Table 3 Meaning of individual table

나, 그림 5의 인덱스 구조의 DB의 경우 총 6번의 반복을 수

행하게 된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모든 데이터의 

추출은 링크구조상 코드가 많은 쪽의 코드 수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코드수가 수천 수만개로 늘어난다고 할지

라도 늘어난 코드 수 만큼의 반복만이 추가될 뿐이며 그

림 2의 ID 구조와 같이 기하 수 인 검색 반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규모 계통의 주기  계통해석  제어를 

한 응용 로그램의 수행을 해 합한 구조라 할 수 있

다. 공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그림 6에 도시하 다.

 

그림 5 인덱스 구조 DB의 

Fig.  5 Example of index structured database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는 계층  비계

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의 각 부분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1) 계층 구조(부분 ): 배 지 (BOF)을 가장 상 에 두

고 변 소(SS), 주변압기(MTR)  배 선로(DL) 순으

로 연결된다. 토폴로지 처리를 해 노드  개폐기기

를 비롯한 기기들이 변 소에 소속되며, 화면 출력을 

해 노드, 모선, Branch(선로  변압기)  Injection

(발 기, 부하, Shunt 기기, SVC 등)들이 배 선로에 

소속된다. 변 소간 연결을 담당하는 개폐기기를 특별

히 연계스 치(TISW)로 명명하여 BOF에 소속시킨다.

2) 계통보호 정보(부분 ): 개폐기기를 심으로 보호기

기(PRED)  그 정정을 한 테이블들(TCCURVE, 

PATH, SECT 등)의 연결 계가 구성된다. 

3) 고장구간 단  계통 복구 정보(부분 ): 보호기기 
동작 정보  각 개폐기의 FI 정보가 각각 FLTINFO(fault 

information)  FIINFO(FI information) 테이블로 구

성되며 연산결과를 ISOCBSW에 장하도록 구성된다. 

한 계통 복구를 한 스 치 조작 솔루션

(CANDIDATE)으로 구성된다.

4) Alarm Violation 탐지(부분 ): 압, 과부하  MTR 

역률 반등의 응용 로그램이 탐지한 배정보를 

장하는 테이블로 구성된다.

5) 옵션  로그 정보(부분 ): 타 테이블과의 연결 계

가 없는 응용 로그램 구동 옵션  구동 결과 로그 

정보등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계통재구성(DNR)의 연

산결과는 DNRSWCMD 테이블에 장된다.

6) 오류데이터(부분 )): 상태추정 연산을 통해 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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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한 공통데이터베이스 구조

Fig. 6 Proposed common database structure

그림 7 병렬 테이블 구조

Fig. 7 Parallel table structure

측정 오류데이터 정보로 구성된다.

7) 단독 테이블(부분 ): 연산 수행 로그(log) 정보등의 
단독 인 테이블들로 구성된다.

그림 6의 테이블 구조에 한 개별 테이블의 의미를 표 3

에 나타내었다. 한, 앞서 언 한 계통 축약을 한 테이블

들이 그림 6의 음 이 있는 테이블들에 정의되었다. 그림 6

의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림의 도식상 복되어 표시된 

테이블을 나타낸다. 계통 축약 과정이 완료된 후의 노드  

Branch를 각각 “GND"  ”GBR"로 명명하 다. GND의 경

우 축약  노드(ND) 테이블과 1:n의 계이며, GBR역시 

BR 테이블과 1:n의 계이다. Injection(IJ) 테이블의 경우 

DB 생성시에 생성시키므로 GND에 맞추어 자동 생성된다. 

한 GND와 GBR의 경우 역시 1:n의 계로 연결되어 있

다. 앞서 표 1과 표 2에서 언 한 실시간 제어모드의 응용 

로그램 연산결과는 그림 6의 부분 의 계층 구조상에서 
병렬 테이블 구조를 통해 입출력된다. 그림 7에 병렬 테이

블 구조를 도시하 다. 그림 7에 보는 바와 같이 병렬 테이

블 구조는 1개의 테이블 그룹(group)을 여러개의 고정

(static)  변동(dynamic) 테이블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테

이블들의 코드 수는 동일하다. 이는 응용 로그램이 한

번에 입/출력할 데이터양을 이기 함이다. 병렬 테이블 

그룹에서 동일한 코드의 세부 테이블 들의 데이터는 동일 

객체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앞서 언 한 기존 배 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비교하여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특징을 요약하면다음

과 같다.

1)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배 계통 원격감시  스 치 제  

어를 목 으로 하는데 비해, 제안한 모델은 실시간 계

통 해석  종합 인 배 제어를 목 으로 한다.

2)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ID 구조인데 비해 제안한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인덱스 구조이다. 이를 통해 응용 로

그램의 입출력  연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응용 로그램간의 데이터 공유

를 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데 비해, 제안한 구조

의 경우 모든 응용 로그램이 공통 으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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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Table 필드 구성 필드 의미
Type

*Size

GBR_STA

(고정값)

GBR_NM 그룹 Branch 명 char*32

GBR_II_EQU
개별 설비 테이블로의

 Indirect Index
int

GBR_SI_FGND GBR과 GND간 Sibling int

GBR_II_FGND GBR과 GND간 Sibling int

GBR_SI_TGND GBR과 GND간 Sibling int

GBR_II_TGND GBR과 GND간 Sibling int

GBR_POSR 정상분 R(%) double

GBR_POSX 정상분 X(%) double

GBR_POSG 정상분 G(%) double

GBR_POSB 정상분 B(%) double

GBR_ZERR 정상분 R(%) double

GBR_ZERX 정상분 X(%) double

GBR_ZERG 정상분 G(%) double

GBR_ZERB 정상분 B(%) double

GBR_HI_BR BR로의 Index int

GBR_SI_EQUTY EQUTY와의 Sibling Index int

GBR_II_EQUTY EQUTY로의 Indirect Index int

GBR_II_DL GBR에서 DL로의 Index int

GBR_SI_DL GBR와 DL간 Sibling Index int

GBR_DYN

_UIN

(사용자 

지정)

GBR_MORFLAG 과부하 감시여부 int

GBR_SCAFLAG 고장계산 수행 여부 int

GBR_DYN

_MEA

(측정값)

GBR_PAMEATAP 변압기 A상 Tap 측정치 double

GBR_PAMEATAPQC 측정치 품질 int

GBR_PBMEATAP 변압기 B상 Tap 측정치 double

GBR_PBMEATAPQC 측정치 품질 int

GBR_PCMEATAP 변압기 C상 Tap 측정치 double

GBR_PCMEATAPQC 측정치 품질 int

：

：

：

：

：

：

：

：

GBR_DYN

_RPFO

(조류계산

수행결과)

GBR_PARPFMW12 A상 From→To Flow double

： ： ：

GBR_PCRPFMVAR21 C상 To→From Flow double

표   4  상세 DB 필드 구성

Table 4 Example of detail ACM tables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앞서 그림 7에서 설명한 병

렬 테이블 구조를 통해 구 되었다.

4) 분산 원 계통연계시의 계통해석  제어 응용 로그

램의 구동을 한 신규 모델들이 추가되었다. 한 부

하패턴을 리하기 한 구조도 추가되었다.

5) 배 자동화에서 처리하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기 

한 고장처리  계통보호 등의 테이블들이 고려되었다.

그림 6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상세한 필드 구성 을 다

음 표 4에 나타내었다. 체 DB의 필드구조  테이블 그룹 

GBR(group branch)를 로 나타내었다. GBR은 앞서 언

한 축약모델을 용한 Branch(선로  변압기)이다. 표 4를 

보면 고정형 테이블에는 해당 객체의 특성  토폴로지 정

보를 가지고 있으며, 변동형 테이블에는 사용자 입력, 응용 

로그램 연산결과 등을 표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사례연구

앞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따라 그림 8의 제계

통을 변환하도록 한다. 그림 8의 제계통은 노드기 으로

는 8노드계통이며 모선기 으로는 5모선 계통이다. 편의상 

축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룹 Node와 그룹 Branch는 

일반 Node와 Branch와 같다. 한 개폐기기의 그림상 왼쪽

을 From 방향으로 하고 오른쪽을 To 방향으로 가정한다. 

한 연계개폐기(tie switch)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와 큰 

련이 없는 필드들의 경우는 생략하 다.

 

 (a) 노드 기

(b) 모선 기

그림 8 5모선 제계통

Fig. 8 5 bus example system

세부 테이블의 생성 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GND 테이블의 생성

이 테이블은 기  과 기타 설비들과의 연결 계 정

보를 포함한다.

인덱스 GND_NM GND_HI_ND GND_HI_LD GND_HI_FCBSW

1 ND1 1 0 0

2 ND2 2 0 1

3 ND3 3 1 0

4 ND4 4 0 2

5 ND5 5 0 0

6 ND6 6 2 0

7 ND7 7 0 3

8 ND8 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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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_HI_T

CBSW

GND_SI_S

S

GND_II_

SS

GND_HI_

FGBR

GND_HI_

TGBR

GND_HI_I

J

0 2 1 3 0 1

0 3 1 0 3 0

1 4 1 1 0 3

0 5 1 0 1 0

2 6 1 4 0 0

0 7 1 2 4 4

0 8 1 0 2 0

3 0 1 0 0 2

의 생성 에서 볼 수 있는것처럼 모든 인덱스는 해당 

코드의 치(번호)를 가리킨다. 인덱스에 값 “0”이 들어가

는 것은 해당 코드의 계가 없다는 의미이다. 를 들어, 

GND_HI_FCBSW의 GND 1번 코드의 경우 개폐기기의 

From쪽 Node와의 연 성이 없으므로 값 "0“을 가진다. 

GND 2번의 경우 S1 개폐기의 From쪽에 치하고 있으며 

S1 외의 다른 개폐기기가 없으므로 GND_HI_FCBSW(2)는 

CBSW의 코드 1번을 가리키는 값 ”1“이 된다.

-BS_DYN_NCPO 테이블의 생성

이 테이블의 경우 응용 로그램인 NCP가 수행되어 출

력된 결과이다. 모선 테이블의 경우 유효한 모선수의 경우 

계통의 개폐기 상태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따라서 최  

코드를 지정하고 유/무효 코드를 식별한다. 여기서는 

1,000개를 최  개수로 한다. 모선의 경우도 앞선 그룹 

Node와 마찬가지로 연 성이 있는 코드 번호를 채운다.

인덱스 BS_NO
BS_HI_

GND

BS_HI_I

J

BS_HI_F

GBR

BS_HI_T

GBR

1 1 1 1 3 0

2 2 2 3 1 3

3 3 4 0 4 1

4 4 6 4 2 4

5 5 7 2 0 2

6 0 0 0 0 0

7 0 0 0 0 0

8 0 0 0 0 0

： ： ： ： ： ：

998 0 0 0 0 0

999 0 0 0 0 0

1000 0 0 0 0 0

BS_II_SS BS_SI_SS BS_DEAD BS_II_DL BS_SI_DL

1 2 1 1 2

1 3 1 1 3

1 4 1 1 4

1 5 1 1 5

1 0 1 1 0

0 0 0 0 0

0 6 0 0 0

0 7 0 0 0

： ： ： ： ：

0 997 0 0 0

0 998 0 0 0

0 999 0 0 0

-IJ_STA 테이블의 생성

이 테이블의 경우 Injection 설비(발 기, 병렬장치(Shunt 

Cap., Shunt Reactor), 부하, SVC 등)의 정보와 련 링크정

보를 포함한다. 개별 설비의 특정 정보는 개별 테이블(GEN, 

SHUNTEQ, LD, SVC 등)에 장되어 있으며 Injection과 

각 설비 테이블간의 연 성은 IJ_II_EQUTY 필드의 개별 설

비의 종류 코드와, IJ_II_EQU 필드의 개별 설비 테이블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추출할 수 있다.

인덱스 IJ_NM IJ_SI_EQUTY IJ_II_EQUTY

1 SS#1 2 4

2 Gen1 0 4

3 LD1 4 6

4 LD2 0 6

IJ_II_EQU IJ_SI_GND IJ_II_GND IJ_II_DL IJ_SI_DL

1 0 1 1 3

2 0 8 1 0

1 1 3 1 1

2 0 6 1 0

-IJ_DYN_NCPO 테이블의 생성

이 테이블의 경우 Injection 설비에 한 모선 생성(토폴

로지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

인덱스 IJ_SI_BS IJ_II_BS IJ_DEAD IJ_BSSTAT

1 SS#1 2 4 1

2 Gen1 0 4 2

3 LD1 4 6 1

4 LD2 0 6 2

-IJ_DYN_DSEO 테이블의 생성

이 테이블의 경우 Injection 설비에 한 상태추정 결과를 

포함한다.

IJ_PADS

EMW

IJ_PADS

EMVAR

IJ_PBD

SEMW

IJ_PBDS

EMVAR

IJ_PCD

SEMW

IJ_PCDS

EMVAR

2.4 0.11 2.6 0.13 2.5 0.12

0.16 0 0.16 0 0.16 0

1.25 0.05 1.24 0.06 1.28 0.05

1.28 0.05 1.31 0.06 1.29 0.05

조류계산시 각 모선의 Injection량을 구하기 해서는, 모선 

1의 경우 Injection 1번만 연결되어 있으므로 (BS_HI_IJ(1) = 

1, IJ_SI_BS(1) = 0) 그 양은 각 상별로 2.4/2.6/2.5MW이며 

0.11/0.13/0.12MVAr이다. Injection 1번의 Type은 4번이며 

(IJ_II_EQUTY) 여기서 “4”는 이미 발 기로 약속되어 있다. 

모선 2의 경우 Injection이 3번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양

은 각 상별로 1.25/1.24/1.28MW이며 0.05/0.06/0.05MVAr이

다. 한 Injection 3번의 Type은 6번이며 이것은 부하로 약

속되어 있다. 일반 으로 부하의 경우 부호를 발 기와 반

로하여 취 한다.

그림 9와 같은 한  제주직할지사의 65개 D/L 데이터를 

이용하여 응용 로그램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용 데이터

는 력거래소(KPX)의 각 D/L별 2011년 11월 2주간의 1분

단 의 동기 데이터 사용(EMS 데이터 사용)하 다. 각 D/L

별 측정 데이터(P/Q)를 각 D/L의 총량 부하로 보고 세부 

부하에 분배하고 이를 이용한 조류계산 수행을 통해 개폐기

기의 압, 류  상 데이터를 생성하 다.

표 5에 축약 후의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요약하 다. 모

선기 으로 약 40% 정도의 축약효과를 확인하 다.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채용한 SDMS 시스템의 응용 로그

램별 수행결과를 그림 10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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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례연구 시험계통(제주)

Fig. 9 Test system for case studies (Jeju island)

종류 축약 축약후 축약율%

Node 12,343 8,240 33

Branch 8,970 4,867 46

Injection 10,283 5,858 43

Bus 8,401 4,874 42

표   5  축약 후의 데이터베이스 크기 비교

Table 5 Comparison with before and after network reduction 

procedures (database size)

 

  (a) NCP의 독립계통 생성  (b) DSE 류 bad data 검출

 

   (c) RPF 모선 압계산     (d) VVO 제어 권고치 제시

 

 (e) DSR 복구 솔루션 도출   (f) DNR 재구성 솔루션 도출

 

(g) PCE 보호 조 정정치계산   (h) SCA 고장 류 계산

그림 10 응용 로그램 수행 결과

Fig. 10 Results of application progams

5. 결  론

본 논문은 배 계통의 운 시스템을 한 응용 로그램 

공통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축에 해 다루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응용 로그램의 수행 속

도  수렴성을 높이기 한 데이터 축약 방안과 체 응용 

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모델의 구축에 을 맞

추어 설계되었다. 공통 모델은 배 계통의 설비 모델과 토

폴로지  구조를 감안하여 설계되었으며 계층  비계층  

구조로 구성되었다. 규모 배  실계통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 으며 축약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크기의 감소  응용 

로그램의 수행 시간의 단축 효과를 입증하 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용을 통해 첫째, 기존의 

선로 감시  고장 복구 기능으로 운 되던 배 계통 운

시스템에 비해 실시간의 주기 인 응용 로그램 구동을 통

한 해석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분산 원  신규 

제어기기 등의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최근의 분산 원 계통

연계로 인한 배 계통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계통 축약을 통해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의 부담을 

감소시켰음은 물론 응용 로그램의 수행 속도  수렴성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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